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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은 향후 인구고령화 및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확정급여인 사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공적연금 제도성숙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보장지출 증가를 고려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이중적 성격의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심각한 재정악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사업별로 매년 예산안 마련을 위해 또는 중기예산(향

후 5년~10년)을 평가하고는 있으나 사업별 소관부처별로 평가기간, 급여

비 및 정책변수 등의 인구가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

재정 중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복지재정 대비 64.8%)이 점차 증

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를 전망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또는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사회보장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추계모형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1월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재



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하고, 사회보장지출의 수준

과 구성, 재원부담 및 사회보장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계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사회보장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위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구

축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화연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원종욱 연구위원, 이선

주 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전영준 교수가 참여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주신 국민연금연구원 박성민 실장과 경남과학기술

대학교 권혁진 교수, 원내 윤석명 연구위원과 고제이 부연구위원에 감사

를 전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을 통해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보건복지제도의 성숙, 재원조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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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delling for Long-term Financial Projections of 
Social Security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could reveal 

many information on developmental sta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absolute level and relative level of expenditure 

could impl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social se-

curity system. Despite the importance of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there has never been attempt to establish 

consensus on projection methodologie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produce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in aggregate or in individual programs. However, all these out-

puts propose different assumptions on range of social security 

system, macro variables, and micro variables defining each 

programs. As a result, each projection produces different re-

sults and causes confusion in interpreting the results.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stablish a single standard 

on methodology of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s. This study does not stop at just establishing uni-

fied methodology but to propose tools for evaluating levels, 

composition and growth pattern of social expenditure.





요 약 <<

1. 서 론

⧠ 연구의 배경

○ 2013년도 예산안에서 342.5조원 총지출 중 보건복지분야는 

97.1조원으로 전체 재정 대비 28.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8%로 증가 

－ 2014년 예산안에서는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섰고 복지

제도의 성숙 및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은 지속적으

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수요증가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에는 무상보육, 의료비 경감, 무상급식 등 보건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높아짐

과 함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확산되고 있는데 중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하여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복지수요에 대한 다양화, 양극화 등으로 인

한 보건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제도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

⧠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또는 정책변화를 동

일한 분석틀에서 사회복지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필요

○ 복지사업별로 매년 예산안 마련을 위해 또는 중기예산(향후 5

년~10년)을 평가하고는 있으나 사업별 소관부처별로 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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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및 정책변수 등의 인구가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

－ 특히 복지재정 중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복지재정 대

비 64.8%)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를 전망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 2011월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및 방향 

등을 새롭게 규정

○ 개정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새

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년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여 

정책개선안 마련 

○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격년으로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

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하고, 사회보장지출의 수준

과 구성, 재원부담 및 사회보장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계모형 개발

○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보건복지제도의 성숙, 재

원조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

장재정을 전망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 방법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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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연구동향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재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인구고령화 및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됨. 

○ 주요선진국에서도 중장기 재정지출 추계범주의 경우 주요국 및 

국내연구기관의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

－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항목이 장기전망 대상인데, 공적연금은 

모두 포함되고 있으나, 보건지출은 영국에서 제외되는 반면, 

교육, 장기요양 및 실업급여는 EU 및 독일만 포함

○ 국내에서는 VISION2030(2006.8)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6

개 분야 중 9개 항목에 대해 2030년까지 추계한바 있음.

－ 인구고령화와 관련이 없는 국방, 경제, 통일, 외교 등의 영역은 

정책방향 등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추계

－ 한국조세연구원의 장기재정모형은 보건, 보육 및 초중등 교육 

이자지출을 전망대상으로 함.

⧠ 조세연구원(박형수 외(2009)1))

○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

회복지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추계모형 구축 

－ 인구구조변화가 주요한 요인이 되는 10개 복지사업별로 사회

복지지출 전망

1)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
복지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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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외(2009)에서는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자체 전망하여 

사회복지지출과 세입 등 재정모형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음.

－ 기존에 사회복지지출은 각각의 제도별로 인구 및 거시경제변

수를 서로 상이하게 추계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전체 사회복지

지출을 전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음. 

⧠ 국회예산정책처

○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로 구분하

여 의무지출에 속하는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고

용보험, 잔재보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자지급, 인건비 등 13개 항목에 대해 중기재정전망결

과를 발표한 바 있음. 

○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중장기 재정추계2)에서는 중

장기적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우

리나라 전체 재정의 국세, 사회보장부담금, 세외 수입 등 총수입

과 총지출 뿐 아니라 재정수지 및 부채를 2012년부터 2060년까

지 48년간 전망하고 대응방안 모색 

－ 특히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였고 이

를 토대로 국가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계

2)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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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종욱 외(2011)3))

○ 사회복지지출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고 저출

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추이 분석

－ 인구 및 거시경제변화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여 사회복지지출 

전망

－ 특히 향후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사회복

지지출추이를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전망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사회복

지지출을 중심으로 전체 국가재정 지출 분석 

－ 특히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중장기 재정상태 점검

⧠ 국가재정 중기운용계획

○ 국가에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후 정부재정건전성 평가는 총량관리와 재정위험관리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중기운용계획은 재정총량관리 측면에서 향

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 5개년에 대한 재정계획을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변화를 반

영하여 연동계획 매년 수정 및 발표 

－ 2004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07년부터는 국회에 제출하며 

3) 원종욱 외(2011).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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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행하고 있음.4)

○ 2012년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

출성격별로 전망근거, 관리계획 등을 제시

－ 재정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전망 

○ 재정지출은 재원별로 예산 및 기금지출, 지출성격에 따라 의무지

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전망

○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량지출 운용계획을 위해 사전기

획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단계별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 

○ 재정목표인 균형재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재정상태점검을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산출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재정총량

측면에서 세입세출구조,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위험 등의 개선 

등을 위해 관리방안 제시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별로 지출추이를 

반영하여 정부의 재원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개편방안을 마

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 등 기초분석자료를 위

한 재정추계모형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

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사

회복지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개발

4)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제출 전 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
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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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서 시사점 도출

○ 2장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및 EU 등에 대한 중장기 국가재정

평가시 사회보장 추계방법과 재정평가지표 비교분석

○ 제3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장기추계방법론을 사회보험 

중심으로 검토

○ 4장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주요국의 장기추계방법론을 비교분석

○ 주요국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bottom-up 방식 이외에 

top-down 방식에 의한 장기추계방법 적용가능성 검토

－ 사회보장 재정평가의 의미와 재정평가지표 모색

○ 제5장에서는 국내외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에 대한 주요결과 및 시

사점과 함께 추계방법론을 적용한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구축시 

향후과제 모색

2. 주요국의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가. 미국 OMB와 CBO의 세입·세출 추계

⧠ 미국 CBO와 OMB의 기준선 전망

○ 미국 CBO와 OMB의 경우 세입·세출 추계시 각각의 기준선을 전

망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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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BO와 OMB의 기준선 전망은 간단하고 실용적이기 때

문에 정책 효과 분석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CBO는 법적 요건에 충실하여 기준선을 전망하고, OMB도 기

본적으로 1974년 의회예산법에 따라 기준선 추계

－ 2006년부터 각각의 기준선 전망이 개념적으로 다른 전망이 

될 정도로 차이가 커지고 있음. 

○ 미국 CBO 기준선 전망방법을 토대로 현행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다는 가정 하에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고

○ 기준선 전망 이외에도 CBO는 장기재정추계 보고서 이외에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 Fiscal Years 2013 to 

2023｣을 통해 10년간의 단기재정추계보고서 발간

－ CBO의 단기추계는 의무지출의 기준선 전망을 장기추계보다 

세분화하고 그 수치를 GDP대비 비율이 아닌 절대금액으로 보

고한다는 것이 장기추계와 차별성이 있음.

○ 기준선 전망시 CBO와 같이 현행법이나 제도가 향후에도 그대로 유

지된다는 전제하에 추계할 경우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의 개혁과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준선 전망결과가 과소추계될 수 있음.

－ 미국OMB은 제도 도입 후에 기준선 전망 방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나며 더 안정적인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요약 11

  나. 미국 OASDI 재정추계

⧠ 장기재정추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분석

○ 미국 OASDI 재정추계보고서의 보험계리적 추계(Actuarial 

Estimates)결과 보고 

－ 장기추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계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확정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추계 뿐 아니라 확률모형

(stochastic model)을 이용한 추계 결과 함께 제시

○ 장기재정추계시 대부분 확정적(deterministic) 방법 사용

－ 확정적 모형은 제도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과 결과값이 하나의 값이므로 해석이 용이하여 정책결정시 기

초자료로 활용

－ 확정적 모형의 경우 가정변수에 따라 전망결과가 결정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위, 중위, 고위가정을 기반으로 시나리

오 분석 또는 민감도 분석 시행

○ 장기추계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변수에서 발생

하므로 이에 대한 확률을 내포한 결과 및 다양한 그래프를 이용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재고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법 필요

  다. 캐나다 CPPIB 공적연금 재정추계

⧠ 재정추계보고서는 중위비용가정에 해당되는 Best-Estimate를 기

본 가정으로 추계결과를 본문에 제시 

○ 저위비용가정과 고위비용가정은 부록에 민감도분석 결과 수록



12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재정추계기간 및 주요변수가정

○ 추계기간은 미국의 장기추계기간과 동일한 75년 동안 전망

○ 인구변수와 경제변수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 변수의 추계치를 계

속 변화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출산율은 2015년 1.65명에 도달한 이후 동일 수준 유지

－ 이민율은 2023년 총인구의 0.58%에 도달한 이후 추계기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실질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2019년 이후부터는 각각 

1.3%와 2.3% 수준 유지

－ 실업률은 2025년 이후부터는 6.1%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금의 실질수익률은 2017년 이후부터 4.0%를 유

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재정평가

○ 캐나다의 CPPIB는 추계기간 75년 동안 정상성(steady-state)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율을 9.9%를 추계기간동안 유지

시키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음. 

－ 정상성의 기준은 기금자산대비 다음 기간 급여지출의 비율인 

적립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

－ 재정평가는 법정보험료율(9.9%)로 추계기간중 적립배율 일정 

수준 유지 및 기금투자수익 함께 제시



요약 13

⧠ 민감도 분석

○ CPP 재정추계보고서(Actuarial Report)는 본문에서는 중위비

용가정을 사용한 기본안 도출 

－ 6장(Uncertainty of Results)에서 다양한 민감도 분석 제시 

－ 민감도 분석은 기금의 자산배분을 달리하는 경우와 경제상황에 

대해 다른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추계변수를 저비

용가정과 고비용가정으로 구분하고 중위비용가정과 비교분석

○ 기금의 자산배분에 대한 시나리오분석

－ 중위비용가정과 다른 6개의 자산배분안에 따른 기금수익률 및 

최저보험료율 제시

○ 자산배분에 따른 수익률의 확률분포분석

－ 수익률은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규분포

를 가정한 상태에서 5% 신뢰수준(1/10)과 1% 신뢰수준

(1/50)에서의 수익률수준 산출 및 최저보험료 수준 변화 분석

－ 신뢰수준 10%는 10년에 1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1/50은 50년에 1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시사

○ 경제불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

－ 경제불황을 실업률, 실질임금격차, 명목기금수익률의 악화를 

가정한 상태에서 최저보험료율의 변화 분석

⧠ 장기 재정전망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분석

○ 장기추계 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계변수의 가정을 저위, 중위, 

고위 등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고 부록에 별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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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OASDI의 경우 부록에 확률추계의 결과 및 3개의 시나리

오를 이용한 확정모형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비교한 내용 제시

○ 캐나다 CPP는 본문에서의 중위비용가정을 사용하여 기본안 도출

－ 저위 및 고위비용가정을 이용한 결과와 기금의 자산배분을 달

리하는 경우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다른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고 있음. 

○ 캐나다는 보험계리보고서를 독립적으로 발간하며 장기재정 추계 

시 확률모형 및 경제 불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고 있음. 

－ 캐나다 CPP의 경우 장기재정 추계 시 경제의 변동성을 보완

하기 위해 경제 불황에 대한 가정변수별 민감도 분석 

－ 추계기간동안 정상성 유지를 위한 최저보험료율의 변화를 통

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라. 일본의 공적연금 재정추계

⧠ 재정추계기간 및 시나리오 분석

○ 일본의 재정추계도 인구변수와 경제변수가 주요 전제조건으로 사

용되고 있음. 

○ 인구변수와 경제변수를 중위, 고위, 그리고 저위 등으로 3가지 가

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계기간은 1999

년까지는 무한기간이었으나 2000년 재정추계부터 향후 100년을 

추계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요약 15

○ 경제장기전망은 3가지 시나리오로 추계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이 연간 

1.0%인 경우(중위가정), 1.3%인 경우(고위가정), 그리고 

0.7%인 경우(저위가정)로 구분하여 추계 

⧠ 재정평가 및 세대간 부담전가분 분석

○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평가는 적립배율을 평가지표로 사용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2004년 제도개혁을 통해 후생연금의 

경우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18.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 

이후 고정시키고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까지 16,900엔으

로 인상한 이후 고정시키는 것으로 확정

－ 이러한 제도개혁이후 2030년 중반에 시나리오별로 50%내외

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는 것과 추계기간말인 2105년에 적립

배율이 1로 유지되는 것을 재정목표로 함.

○ 보험료부담대비 연금급여의 배율을 코호트별로 계산하여 세대간

전가의 규모산출 

－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인 1940년생, 1945년생, 

1950년생의 급여배율이 후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생의 급여배율이 후생연금의 경우 2.3, 국민연금의 경

우에는 1.5로 여전히 부담대비 급여수준이 높아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일본의 공적연금 재정추계는 재정추계 시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

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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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적연금이 기금의 자산배분 시 약 67%를 국고채에 할

당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므로 확률론적 방법의 필요

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경제변수 가정을 시나리오별로 설정하며 명목기금수익률은 

저위, 중위, 고위에 따라 수렴하는 시점을 정하고 그 이후로는 

동일수준을 유지하도록 가정하여 재정추계

3. 이론적 측면에서의 추계방법론 비교

⧠ 인구의 고령화와 최근의 복지제도 확대로 인해 향후 복지지출이 빠

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고 또한 소득의 상승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로 인해 복지지출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복지재정 뿐 아니라 일반정부의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신뢰도 높은 재정추

계모형의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 

○ 최근에는 복지재정의 유지가능성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및 수입의 조정 규모 산출방식과 정부부채 규모와 정부지출을 일

정수준으로 억제하는 상황을 전제한 top-down 방식의 재정추

계 필요성 제기 



요약 17

⧠ OECD 주요국의 재정추계모형과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평가하는 평

가지표와 유지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과 수입의 

조정규모의 산정방식 검토

  가. OECD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모형 비교

⧠ OECD 각국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재정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재정

추계모형 개발 

○ OECD 주요 회원국 재정추계모형, 재정추계에 대한 법적 근거, 

발표 형태, 재정추계 범위, 추계 빈도 등 조사결과

( Anderson and Shepard (2009) )

⧠ 각국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의무화한 “EU Stability and Growth 

Pact”를 근거하여 재정추계

○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경우도 각각 근거법에 의거하여 주기적으

로 재정추계

－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는 특정 법적 근거 없이도 주기

적으로 재정추계

○ 재정추계 결과 발표 형태도 다양하여 정기적인 형태와 수시 발표 

형태 등 국가에 따라 상이

⧠ 재정추계의 범위

○ 대체적으로 유럽국가의 경우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로 넓게 규정

하는 반면 비유럽국가는 중앙정부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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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추계 기간

○ 대체적으로 향후 40-50년간

－ 미국의 경우 기준 년도에서 75년, 네덜란드의 경우 2100년까

지로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재정추계 시행

⧠ 재정추계모형 기본구조

○ 재정추계모형은 크게 인구부문, 경제변수 추계, 정부 지출 및 수

입 추계로 구분 

○ 인구추계 모형을 이용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추계

－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경제 변수 추계

○ GDP 추계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연령별 생

산성 추이, 그리고 연도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계

－ GDP 추계 모형의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정

부기관 등의 향후 5년 정도 기간의 단기 GDP 추계 이용

－ 장기 GDP의 경우 잠재 GDP 수준으로 수렴하여 머무는 것으

로 가정

� 장기 재정추계의 경우 단기적인 경기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세에 초점을 둠. 

� 장기 고용노동자수 추계치와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정을 이

용하여 잠재 GDP 추계



요약 19

⧠ 인구구조와 GDP 이용하여 정부수입과 지출 추계

○ 수입의 경우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수입이 GDP의 일정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음. 

－ 조세수입이 세목별 구성의 효과에 관심이 있을 경우 각 세목별 

연령별 추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세목별 세수추계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소득세와 연금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 등의 세수기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

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세기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

로 예상

⧠ 지출추계의 경우 인구구조를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

○ 주로 지출을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지출(Demographic spending)

과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지출(Other spending)로 구분하여 

추계

－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출에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비, 치안유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의 정부 소비 및 투자 항

목 등

－ 연금급여지출, 건강보험지출,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

스 등은 인구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정부 수입과 지출 추계는 정부재정의 기초수지를 결정하고, 정부부채

에 대한 이자지불액이 합쳐져서 정부의 예산수지 및 정부부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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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출액 추계방식: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

○ bottom-up 방식은 현재 각국에서 추계하고 있는 방식

－ 인구추계결과와 경제변수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현행의 제도

와 지출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발되는 정부지출액을 추계하는 

방식으로서 사전적으로 재정지출액에 아무런 제약조건을 부

과하지 않고 지출액을 추계하는 방식

－ 정부부채 등 재정지표의 제한 없이 기준선 전망

○ top-down 방식은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과 수입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출액

과 재정수입액의 기간별 규모 산정

－ top-down 방식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상관없이 특정 재정지

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약조건을 두고 이 제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 항목의 조세수입 및 사회보험료 수입 그리고 항목별 

재정지출액 조정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bottom-up 방식 채택

－ 명시적으로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

국 두 나라에 불과

－ 이들 두 나라도 재정추계시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에 의한 재정추계 동시 발표

○ Synthetic indicator의 산출과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간

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 

－ 단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시 synthetic indicator 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경우도 있음. 



요약 21

� 뉴질랜드의 경우 특정 연도에 정부부채가 GDP의 20% 수준

에 이를 수 있도록 각 항목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액을 연도

별로 추계하는 방식의 top-down 방식으로 재정추계

－ 현실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혹은 유지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재정수입액의 상향 조정 폭과 재정지출액의 하향 조정 폭 산출

�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항목별 재정수입액과 재정지출액의 하

향 조정 폭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주요국의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

○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 

－ 활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화된 방식으로 운영

� 영국의 경우 bottom-up 방식의 재정추계시 추계기간을 

50년으로 하는 반면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시 추계기

간은 30년

○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가 제한적인 이유

－ top-down의 재정추계 결과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수 있어 그 유용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것은 복지관련 재

정추계와 관련이 있음.

○ 복지재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출

액은 증가하고 지출재원이 되는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은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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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연도까지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 연도 이후의 재정적자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정수지 불균형의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복지재정과 관련된 재정추계 기간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무한

시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나. 세대간 회계상의 재정추계 방식

⧠ 세대간 회계 

○ 특정세대의 대표적 개인이 잔여 생애동안 예상되는 순조세 지불

액의 현재가치

－순조세(net taxes)는 특정 세대의 개인이 납부할 조세 또는 사

회보험료와 정부로부터 이전 받을 이전수입(transfers)의 차이

⧠ 세대간 회계상의 재정추계 방식

○ 일반적으로 부의 재정추계를 이용하여 재정 수입 및 지출의 각 항

목의 총액에 대한 전망

○ 단순화된 가정하에서 캐나다의 PBO(2012)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계하기도 함.

－ 캐나다 PBO(2012) 방식을 활용하여 연령집단별 지출추계시 

항목별 수입 및 지출의 연령별 추이를 재정추계에 반영하여 각 

항목별로 재정전망



요약 23

○ 재정추계항목은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항목(age-specific)과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non-age- specific)으로 분류

－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의 경우 인구 1인당 지출액

이 1인당 GDP와 동일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 

� 소비세와 기타조세 및 보건, 복지, 교육 관련 지출을 제외한 

정부소비지출

○ 이들 항목 이외의 항목들은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은 항목

－ 연령집단별 지출액이 상이한 항목으로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GDP 대비 비율 변화

� 공적연금급여 및 보험료,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급여 및 보험료, 기초연금급여,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

세 등

  다. 재정의 유지가능성 지표

⧠ 통합재정수지와 정부부채

○ 재정유지가능성 지표와 재정조정계수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평가지표

－ 재정수지가 흑자이거나 정부부채 수준이 낮거나 순계로 환산하

여 정부순자산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재정이 건전하다고 인식

○ 최근 한국의 재정정책은 복지제도의 확충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하

고 있어 재정건전성 지표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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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정부재정의 확정급여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 통합재정수지와 국가부채규모는 확정급여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음.

○ 확정급여지출은 현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래의 재

정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연금급여지출이 큰 규모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의 급여수준은 미미한 실정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의 효과는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

－ 기초연금제도, 장기요양제도 등도 현시점의 재정보다는 노인

인구 비중이 현재보다 높은 미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통합재정수지와 정부부채 규모 평가시 포괄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아직도 중앙정부 재정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기업 중 어느 범위까지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있어 포괄성 문제가 종종 제기됨.

⧠ 통합재정수지와 국가부채는 현재와 과거의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

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미래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

를 위해 이용될 수 없음. 



요약 25

○ 향후 75년간 보험계리적 적자(75-year actuarial deficit, 

AD75) : 향후 75년 동안의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 흐름의 현재

가치의 차이 

○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에서 제시하는 세대간 

불평등도(Generational Imbalance, GI), 

○ 발생주의 부채(Accrued Obligation Measures, AOM), 

○ Generational Imbalance (GSGI): Gokhale and Smetters 

(2003)

○ European Commission에서 사용하는 S1-S4 지표 등 활용

⧠ 미래 기간의 정부 수입 및 지출 흐름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

한다는 측면에서 ‘AD75’ 지표 유용

○ 미래의 정부 재정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 점에서 통합재정수지와 

정부부채 규모의 문제점 완화

－ 단 분석 기간이 향후 75년으로 제한되어 이후 기간에 대해서

는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과 포괄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지표

⧠ 세대간 회계는 미래 기간 반영의 불완전성과 포괄성 측면의 문제 해

결 가능

○ 세대간 회계는 미래기간의 정부 재정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무

한기간동안 분석 

－ 정부의 범위를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범위까지 확대하여 분석

하고 모든 재정정책 효과 분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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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대한 분석 유용 

－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우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GI를 산출

할 경우 세대간 재분배 효과 명확하게 분석

⧠ AOM은 미래 기간을 반영하여 지표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

으나 무한시계 여부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지표

○ AOM은 현재 연금가입자가 확보한 연금수급권으로 인한 미래의 

연금급여 지급액의 가치를 나타내므로 

－ 미래 연금가입자에 대한 연금급여 지급액이 반영되지 않고 주

로 연금재정에 국한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있음. 

⧠ GSFI와 GDGI 지표 

○ 무한기간동안 미래 정부 재정의 현금흐름 반영하여 산출

○ 세대간 회계와 같이 모든 재정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세대

간 회계에 비하여 이해가 비교적 용이

－ 단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분석하므로 정부

의 기간간 예산제약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현세대와 미

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비교한다는 측면이 단점

⧠ European Commission의 S1-S4 지표

○ S1과 S4의 경우는 분석기간을 목표시점(예: 2050년)까지 이나, 

S3와 S4는 무한기간에 대해 분석

○ 모든 재정정책을 포괄하여 모든 재정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

다는 점이 장점



요약 27

⧠ 사회보장재정 측면에서 유용한 재정건전성 지표는 미래 기간에 대

한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무한기간 동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부재정 전체를 포괄하고 현행 제도 뿐 아니라 미래의 제도 변화

와 인구고령화 등 제도 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가능한 지표 

고려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세대간 불평등도(GI), 

GSGI(GSFI), 그리고 S2, S3 등의 지표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세대간 불평등도(GI), GSGI(GSFI), 그리고 S2, S3 등의 재정지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Anderson and Shepard (2009)가 조사한 12개국 대부분이 예

산적자와 정부부채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

－ 조사대상 국가 중 약 10개국이 GSFI, GSGI 등의 지표 이용

－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지표인 GI 

등도 이용5). 

－ European Commission은 S1-S4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

용할 것을 권고

5)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이용되는 국가 수는 제한적이지만, European 

Commission은 유럽각국의 세대간 회계를 추정하여 국가간 비교를 시도한 적이 있다. 
European Commission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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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요약 및 시사점

⧠ OECD 주요국의 재정추계모형 비교를 통해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모형 구축방향을 검토하고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재

정지표 비교분석 

⧠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OECD 주요국의 재정추계모형의 기본 구조는 인구구조 변동을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재정지출과 수입 변화 추계

○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추계

－ 추계기간이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 시 bottom-up 방식

의 재정추계시보다 짧은 기간에 대한 추계가 행해지고 있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추계기간 면에서 충분히 길지 않아, 사회복지재정의 경우 향후 고

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적자 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기간을 향후 40-50년까지 기간

으로 할 경우 재정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 추계기간을 무한으로 하고 인구구조변동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GDP 추계를 추계모형과 연계선상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

○ 재정수입과 지출을 추계함에 있어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각 항

목의 연령별 평균수준이 현행의 재정정책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재정추계에서 이용함으로써 재정정책을 적절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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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시점 이후 steady state에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무한시

계의 재정추계 용이

○ 복지재정추계와 GDP 추계간 연계성을 높여 과거 우리나라에서 

재정추계와 GDP 추계가 별도로 이루어져 양자간의 연계성이 결

여된 문제점 완화

－ 인구구조와 연령별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적

절한 가정을 이용하여 GDP 추계 

⧠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회계

의 재정추계방식을 이용하되 추가적인 작업 필요

○ top-down 방식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출과 

수입 조정규모를 표시하는 재정조정계수(Synthetic indicator)

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 복지지출을 entitlement program에 의한 지출과 재량적 

(discretionary) 지출로 구분하여 연령별 추이를 산출하는 추

가적인 작업 필요

4. 결론 및 향후과제 

⧠ 조세와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작성되는 국가재정계획은 복지지출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국가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을 통해 향후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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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방법에 대한 국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

사점 도출

○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경제 저성장 등을 중

심으로 향후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

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지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미국 CBO와 OMB는 세입·세출의 추계에 기준선전망을 이용한

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기준선 전망 이외에도 CBO는 장기재정추계 보고서 이외에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 Fiscal Years 2013 

to 2023｣을 통해 10년간의 단기재정추계보고서를 발간

－ CBO의 단기추계는 의무지출의 기준선 전망을 장기추계보다 

세분화하고 그 수치를 GDP대비 비율이 아닌 절대금액으로 보

고한다는 것이 장기추계와 차이가 있음.

� 의무지출을 사회보장, 의료보장, 의료보호, 푸드 스탬프 등

으로 구분

－ 미국에서 재정추계 시 사용하고 있는 기준선 전망은 간단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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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준선 전망은 CBO와 같이 현행법이나 제도가 향후

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계하는 방법론이므로 의료보

험이나 연금제도의 개혁과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준선 

전망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

－ 미국OMB은 제도 도입 후에 기준선 전망 방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나며 더 안정적인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

� 재정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추계 

시 사용하고 있는 기준선 전망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좀 

더 보완하여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CPP 및 미국 OASDI 등 재정추계보고서

－ 장기 추계 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계변수의 가정을 저위, 

중위, 고위로 분류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 부록

에 따로 보고

－ 캐나다 CPP는 본문에서의 중위비용가정을 사용하여 기본 안

을 도출

� 저위 및 고위비용가정을 이용한 결과와 기금의 자산배분을 

달리하는 경우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다른 가정을 적용

하는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하고 있음.

� 미국의 OASDI의 경우 부록에 확률추계의 결과 및 3개의 시

나리오를 이용한 확정모형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비교 

－ 캐나다 CPP의 경우 장기재정 추계 시 경제의 변동성을 보완

하기 위해 경제 불황에 대한 가정변수별 민감도 분석 실시

－ 추계기간동안 정상성 유지를 위한 최저보험료율의 변화를 통

해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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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보험계리보고서를 독립적으로 발간하며 장기재정 

추계 시 확률모형 및 경제 불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장기재정 추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 수

익률에 대한 확률적 모형 및 경제 불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 일본의 공적연금 장기재정추계

－ 미국의 OASDI와 캐나다의 CPP와 다르게 장기재정추계의 기

간을 100년으로 하고, 재정추계 시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하

지 않음. 

� 일본 공적연금이 기금의 자산배분 시 약 67%를 국고채에 할

당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므로 확률론적 방법의 필

요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재정리포트에서는 일본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코호트별 부

담대비급여비율을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세대간 전가의 규모 제시

－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재정평가 기준 중 미국 OASDI의 세

대별 무한기간 미적립부채와 캐나다 CPP의 코호트별 내부수

익률을 분석하고 있음.

－ 국내외 사례분석결과, 연령별 순부담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

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는 세대간 부양 

부담이 낮아지고 있음. 

�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급격히 증가한 노년층 공공 의료 비용

으로 인해 우리나라 및 일본의 경우 여전히 세대간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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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미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 될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재정추계 모형

개발 및 평가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

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장

담할 수 없음. 

－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

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

가지표 개발 필요

○ 사회복지재정추계의 범주 역시 연구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인구가정과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회복지지출

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 사회보험제도와 공적연금제도 뿐 아니라 현금급여 중심의 일

반정부지출을 주로 다루고 있음.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향후과제

○ 기존의 사회복지지출은 각각의 제도별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서로 상이하게 추계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전체 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하는데 있음. 

－ 최근에는 사회복지 재정모형에 동일하게 받아들여 재정분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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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

구조변화를 각각의 제도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코호트

별 조성법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음.

－ 조성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정상태를 전망할 경우 제도관련 

기초율 가정에 따라 향후 전망결과가 큰 폭으로 바뀔 수 있음.

－ 기초율 가정시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적자료분석이 보다 구체적

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

거나 제도변화가 다양할 경우에는 코호트 방법 대신 시계열 

분석에 의한 추정(forecasting)이나 시뮬레이션 등이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추계기간에 따라 추계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나 국민연금과 같이 재

정방식의 특수성으로 적어도 한세대에 걸쳐 재정상태를 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단기 전망과는 다른 장기재정추계

에 보다 적합한 추계방법과 기초율 반영 

○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재정추계를 실시함에 있어 인구와 거시변

수가정, 그리고 제도변수가정 변수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재정협의회 등 국가차원에서 대표 거시경제변수를 기준

으로 하되,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변

수 가정과 실적자료간 차이 등은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재

정추계 소위 등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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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down 방식을 적용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 주요국의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모형의 기본 구조 측면에서 인구

구조 변동을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과 수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재정전망시 현재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계기

간이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 시 bottom-up 방식의 재

정추계시보다 짧은 기간에 대한 추계가 행해지고 있는 등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주요국의 재정추계는 추계기간 면에서 충분히 길지 않않음.

－ 사회복지재정의 경우 향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적자 

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추계기간을 향후 40-50년까지 기간으로 할 경우 재정수

지 불균형의 문제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 추계기간을 무한시계로 하고 인구구조변동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

하고 또한 GDP 추계를 추계모형과의 연계선상에서 시행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PBO 모형과 세대간 회계의 재정추

계방식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 방식은 재정수입과 지출을 추계함에 있어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각 항목의 연령별 평균수준이 현행의 재정정책을 반영한다는 가정

－ 재정정책을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일정 시점 이후 steady 

state에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무한시계의 재정추계가 용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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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됨. 

○ 인구구조와 연령별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

한 적절한 가정을 이용하여 GDP 추계

－ 복지재정추계와 GDP 추계간 연계성을 높여 과거 우리나라에

서 재정추계와 GDP 추계가 별도로 이루어져 양자간의 연계성

이 결여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PBO와 

세대간 회계의 재정추계방식을 이용하되 이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함. 

－ top-down 방식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

출과 수입 조정규모를 표시하는 재정조정계수(Synthetic 

indicator)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 복지지출을 entitlement program에 의한 지출과 재량적 

(discretionary) 지출로 구분하여 연령별 추이를 산출하는 추

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조정계수가 의미하는 재정의 제약조건하에서 top-down 방

식의 재정추계가 이루어질 경우 

－ 재정지출의 삭감이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각 연도에 가능한 

삭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 필요

○ 따라서 복지지출의 각 항목의 지출에 재량적 지출이 어느 정도 있

는지를 파악한 후 항목별 삭감 규모를 반영함으로써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용어: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재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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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도 예산안에서 342.5조원 총지출 중 보건복지분야는 97.1조원

으로 전체 재정 대비 28.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8%로 

증가하였다. 2014년 예산안에서는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섰고 복

지제도의 성숙 및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무상보육, 의료비 경감, 무상급식 등 보건복지제도 확대

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높아짐과 함께 정부

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확산되고 있는데 중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하여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복지수요에 대한 다양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보

건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있

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또는 정책변화를 동일

한 분석틀에서 사회복지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복

지사업별로 매년 예산안 마련을 위해 또는 중기예산(향후 5년~10년)을 

평가하고는 있으나 사업별 소관부처별로 평가기간, 급여비 및 정책변수 

등의 인구가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재정 중 4대 공적

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복지재정 대비 64.8%)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중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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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이를 전망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2011월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및 방향 등

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우리나

라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

전방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사회보장

통계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년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여 정책개

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시행

령 제2조에 따라 격년으로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

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2012.1.26 전면개정, 2013.1.27 시행)하기로 하

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하고, 사회보장지출의 수준과 구성, 

재원부담 및 사회보장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 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서 추계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보건복

지제도의 성숙, 재원조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

서 사회보장재정을 전망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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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재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인구고령화 및 공적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 각

국은 심각한 재정악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주요선진국에서도 중장기 재

정지출 추계범주의 경우 주요국 및 국내연구기관의 장기재정전망의 목적

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개 항목이 장기전망 대상인

데, 공적연금은 모두 포함되고 있으나, 보건지출은 영국에서 제외되는 반

면, 교육, 장기요양 및 실업급여는 EU 및 독일만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VISION2030(2006.8)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6개 분

야 중 9개 항목에 대해 2030년까지 추계하였다. 인구고령화와 관련이 없

는 국방, 경제, 통일, 외교 등의 영역은 정책방향 등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장기재정모형은 보건, 보육 및 초중등 교

육 이자지출을 전망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조세연구원(박형수 외(2009)6))에서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의 인구구조 변화와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맞추기 위해 사

회복지재정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모

두 감안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

추계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인구구조변화가 주요한 요인이 되는 10개 복

지사업별로 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하고 있다. 

6)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
복지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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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회복지지출은 각각의 제도별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서로 

상이하게 추계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전체 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하는데 있

어 한계가 있었으나, 박형수 외(2009)에서는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자

체 전망하여 사회복지지출과 세입 등 재정모형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의무

지출에 속하는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잔재보

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자지급, 인건

비 등 13개 항목에 대해 중기재정전망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종욱 외(2011)7))에서는 사회복지지출

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

조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인구 및 거시경제변화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하였는데, 특히 향후 인구구

조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사회복지지출추이를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의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중장기 재정추계8)에서는 중장기

적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국세, 사회보장부담금, 세외 수입 등 총수입과 총지출 뿐 아니라 

재정수지 및 부채를 2012년부터 2060년까지 48년간 전망하고 대응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

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추계하였다.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전망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사회복지지출을 중심

7) 원종욱 외(2011).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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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체 국가재정 지출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에 가

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중장기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가에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후 

정부재정건전성 평가는 총량관리와 재정위험관리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총량관리는 중기재정운용계획수립시 재정규율 강화 등

을 통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

을 뜻한다. 총량관리의 예로 중기재정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지방재정

과 교육재정의 통합,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중기운용계획은 재정총량관리 측면에서 향후 5

년간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5개

년에 대한 재정계획을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연동계

획을 매년 수정 발표하고 있다. 2004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07년부터

는 국회에 제출하며 매년 시행하고 있다.9)

2012년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성격

별로 전망근거, 관리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수입은 국세수입, 세

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전

망하고 있다. 

재정지출은 재원별로 예산 및 기금지출, 지출성격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또한 12개 부문별로 재정지출을 전망하

고 있다.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량지출 운용계획을 위해 사전기

획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단계별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정목표인 균형재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재정상태점검을 위해 재정수

9)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제출 전 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
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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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국가채무를 산출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재정총량측면에서 세입

세출구조,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위험 등의 개선 등을 위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별로 지출추이를 반영

하여 정부의 재원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 등 기초분석자료를 위한 재정추계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사회복지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위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2장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및 EU 등에 대한 중장기 국가재정평가

시 사회보장 추계방법과 재정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제3장은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근 장기추계방법론을 검토하였는데,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주요국의 장기추계방법론을 비교분석하여 

주요국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bottom-up 방식 이외에 top-down 방

식에 의한 장기추계방법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평

가의 의미와 재정지표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장기재정

추계 방법론에 대한 주요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추계방법론을 적용한 사

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구축시 향후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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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OMB와 CBO의 세입·세출 추계

1.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의 장기예산 및 경제를 전망하는 기관 중 OMB(연방정부 대통령 

행정관리예산국)는 연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추계하여 매년 예산교서의 첨

부 문서인 Analytical Perspective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추계대상은 

연방정부의 재정상황으로 법적근거에 기초를 두는 것은 아니나, 대통령

의 예산제안에 포함된 추계로 미국 OMB의 장기추계기간은 75년간으로 

1996년 이후 매년 1회 공표하며 미국 공적연금 OASDI와 그 기간이 동

일하다.

시나리오 2가지로 추계결과를 발표하는데 예산안에 포함될 의무적 경

비 삭감 반영여부에 따라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추계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하고 있다. 

거시경제변수는 실질 GDP 성장률 2.5%, 실질 노동생산성 상승률 

2.3%, 실질금리 3%, 물가상승률 2.3%,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2.0%로 

가정하고 있다. 

OMB의 예산전망은 세출과 세입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추계에 사용된 

경제적 전제는 대통령예산의 편성 전제와 동일함을 설명하고 있다. 세출

은 각 부문별로 추계하고 있으며 세출의 구분 및 전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요국의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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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은 지출 성격에 따라 크게 의무(Mandatory)지출과 재량

(Discretionary)지출로 구분하고, 의무지출은 연금(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장기추계에 근거해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

로 추계하고 있다.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의회예산법에 따라‘기준선 연장 시나리오

(Extended-Based Scenario)’와 ‘대안적 재정 시나리오(Alternative 

Fiscal Scenario)’의 두 경우로 나누어 추계하며 각 시나리오별로 서로 

다른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의무지출 중 의료(Health care)분야인 메디

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기준선 연장 시나리오에서 1인당 비용의 증가율이 

1인당 GDP성장률보다 0.2%p 높은 수준으로 가정하고, 대안적 재정 시

나리오에서는 과거 시계열 추세를 예측하여 GDP성장률보다 2%p 높은 

수준을 가정한다. 재량지출의 경우 기준선 연장 시나리오는 GDP성장률

과 연동하여 추계하는 반면에 대안적 재정 시나리오에서는 거시변수인 

물가상승률과 인구성장률만을 반영한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세입은 세출과 달리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하나로 추계

하여 GDP 대비 세입 18.3%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대안적 재정 시

나리오에서는 기준선 연장 시나리오보다 GDP 대비 세입의 증가율을 

2%p 상향 및 하향조정하여 증가속도 변화를 가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2가지(의무적 경비삭감 반영여부)를 반영한 GDP 대비 연방

정부 채무잔고결과를 비교한 재정평가결과, GDP 대비 채무잔액 2060년 

82%, 2080년에는 160%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예산제안의 

의무적 경비삭감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GDP 대비 채무잔고 비율은 

2060년 130%, 2080년 262%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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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확장 시나리오
(Extended-Based Scenario)

대안적 재정 시나리오
(Alternative Fiscal Scenario)

세출에 관한 가정

Medicare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29년 이후에 비용증가

율을 통제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고 가정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

제하에 다음은 예외

∙2022년까지 의료비 지급률을 현

행제도 하에 적용된 지급률보다 더 

낮은 2012년 수준으로 유지

∙2011년의 예산관리법에 의한 자

동지출삭감은 효력이 없음

∙2022년 이후에 비용증가율을 통제

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고 가정

Medicaid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

CHIP 2022년까지 전망된 기준선을 토대로 그 후에 GDP 대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

Exchange 

Subsidies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

2022년 이후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

지된다는 전제하에 다음은 예외

∙의료보험 범위의 보조금 증가율을 

낮추는 정책들은 효과가 없다고 가정

〈표 2-1〉 CBO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가정

2. CBO(Co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미국 CBO(연방의회예산국)은 OMB와 같이 연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추계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추계기간이 45년간이고 매2년마다 The 

Long-Term Budget Outlook을 통해 추계결과를 공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BO의 예산전망은 OMB와 마찬가지로 세출과 세입으로 보고하고 있

으나 세입을 각 조세재원별로 분류하여 부문별 가정과 시나리오별로 추

계한다는 점과 추계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변수들은 자체 추계하여 이

용한다는 것이 다르다. 

세입 및 세출은 각 부문별로 추계하고 있으며 시나리오별 전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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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확장 시나리오
(Extended-Based Scenario)

대안적 재정 시나리오
(Alternative Fiscal Scenario)

Social 

Security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

Other 

Noninterest 

Spending

2022년까지 전망된 기준선을 토대

로 그 후에 2022년의 GDP 대비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하나 

Medicare보험료와 그와 연계된 

보험료 및 환급가능한 세금공제는 

현행제도 하에 예외 

예산관리법의 자동지출삭감이 효과

가 없다는 가정을 제외하고 2022년

까지 전망된 기준선을 토대로 함; 

다른 세출은 과거 GDP 대비 비율

의 20년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증가하고 그 후로 유지

(이 시나리오 하에서 메디케어 보험

료와 그와 연계된 비용은 제외)

세입에 관한 가정

Individual 

Income 

Taxes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

(AMP와 같이 2010년까지 연장되

나 2011년에 만료되는) 향후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모든 조항들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고 가정; 세입

은 그 이후로 GDP 대비 일정한 비

율로 유지 

Payroll 

Taxes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

Corporate 

Income 

Taxes

2022년까지 전망된 기준선을 토대

로 그 후에 GDP 대비 비율을 일정

하게 유지

향후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모든 

조항들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고 

가정; 세입은 그 이후로 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유지 

Excise Taxes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

향후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모든 

조항들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고 

가정; 세입은 그 이후로 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유지 

Estate and 

Gift Taxes
현행법이 동일하게 유지

2012년의 조세와 물가상승률이 반

영된 감면액은 2022년까지 유지; 

세입은 그 이후로 GDP 대비 일정

한 비율로 유지 

Other 

Sources of 

Revenue

2022년까지 전망된 기준선을 토대

로 그 후에 GDP 대비 비율을 일정

하게 유지

향후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모든 

조항들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고 

가정; 세입은 그 이후로 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유지 

 자료: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12) ｢The 2012 
Long-Term Budge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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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은 지출 성격에 따라 크게 의무(Mandatory)지출과 재량

(Discretionary)지출로 구분하고, 의무지출은 연금(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 그리고 메디케이드(Medicaid), 어린이 건강보험

(CHIP), (exchange subsidies)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의무지

출의 추계항목에 있어서 CBO가 OMB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추계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추계방법은 OMB와 동일하게 ‘기준선 연장 시나리오(Extended-Based 

Scenario)’와 ‘대안적 재정 시나리오(Alternative Fiscal Scenario)’의 

두 경우로 나누어 추계하지만 OMB와 다른 기준선 추계 방법을 사용한

다. CBO의 기준선 연장 시나리오는 현행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

에 기준선을 추계하고, 대안적 재정 시나리오는 향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예산 추계의 기준이 현행법(제도)의 

지속여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세입은 OMB의 추계방법과 다르게 각 항목별, 시나리오별 가정이 다르

나 추계결과는 하나의 값으로 산출하여 GDP 대비 비율로 보고하고 있다. 

3. OMB와 CBO의 재정추계의 시사점

미국 CBO와 OMB는 세입·세출의 추계에 기준선전망을 이용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CBO는 법적 요건에 충실하여 기준선을 전망하고, 

OMB도 기본적으로 1974년 의회예산법에 따라 기준선을 추계하지만 

CBO와는 다른 기준선 추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각

각의 기준선 전망이 개념적으로 다른 전망이 될 정도로 차이가 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고, 미국 CBO의 기준선 전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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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현행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기재정전망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성하고 서로 다른 방

식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준선 전망 이외에도 CBO는 장기재정추계 보고서 이외에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 Fiscal Years 2013 to 2023｣을 통

해 10년간의 단기 재정추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CBO의 단기추계는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을 장기추계보다 세분화하고 그 수치를 

GDP 대비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보고한다는 것이 장기추계와 다르다. 

의무지출을 사회보장, 의료보장, 의료보호, 푸드 스탬프 등으로 구분하는

데, 이는 장기추계 시 구분하였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CHIP이 더 큰 

항목인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속하는 형태이다.

미국 OMB와 CBO의 재정추계 사용하고 있는 기준선 전망은 간단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

닌다. 단 기준선 전망은 CBO와 같이 현행법이나 제도가 향후에도 유지

된다는 전제하에 추계하는 방법론이므로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의 개혁

과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준선 전망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OMB는 제도 도입 후에 기

준선 전망 방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나며 더 안정적인 제도로의 전환

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장

기재정추계 시 사용하고 있는 기준선 전망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좀 

더 보완하여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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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OASDI 재정추계

  가. 미국 OASDI 재정추계

미국의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는 일반적으로 OASDI(노령, 유

족, 장애연금)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실업보험급여(unemployment benefit)는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 단위)별로 운영되고 있어 연방정부차원의 재정추계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은 일반회계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1. 재정추계보고서의 구성

공적연금인 OASDI의 재정추계는 미국의 사회보장청내 보험계리국

(Office of Chief Actuary)이 OASDI Trust Fund의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내에 보험계리적추계(Actuarial Estimates)라는 별도

의 장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험계리적추계에 관련된 내용은 연차보고서

의 4장과 5장 그리고 부록인 6장이다. 

4장은 추계기간을 향후 10년의 상황을 보기위한 단기추계와 75년과 

무한대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장기추계로 구분하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장은 추계에 사용된 가정을 인구부문, 경제부문, 그리고 제도부문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6장의 주요내용은 장기추계에 대한 민감

도분석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확률적추계(Stochastic 

Projection)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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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기간 및 재정평가지표

OASDI는 추계기간을 단기(10년)과 장기(75년, 무한대)로 구분하여 추

계를 실시하고 있다. 단기추계와 장기추계의 차이점은 단기추계는 추계

관련 항목을 달러금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장기추계는 GDP대비비중 

또는 과세소득대비비중 등으로 표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기추계의 

경우 재정평가지표도 적립배율만이 사용되는 반면 장기추계에서는 계리

적수지차와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등이 추가적으로 분석되

고 있다.

기간 재정평가지표 기술형식

단기(10년) 적립배율 절대금액($)

장기

75년
적립배율, 

미적립부채

절대금액($), GDP비중(%), 

과세소득 대비 비중(%)

무한대 미적립부채 
절대금액($), GDP비중(%), 

과세소득 대비 비중(%)

〈표 2-2〉 미국 OASID 추계기간별 재정평가지표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3. 가정변수

가정변수는 크게 인구부문, 경제부문 그리고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인구부문은 출산율, 사망률, 이민규모, 총인구규모, 기대

여명 등으로 세분된다. 경제부문은 생산성, 물가, 소득상승률,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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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율 및 실업률, GDP, 그리고 이자율 등이 포함된다. 제도변수는 장래

의 물가수준과 급여상승률을 급여 및 과세대상소득에 자동적으로 반영시

키는 자동조정제도 관련변수(Automatically Adjusted Program 

Parameters), 노령연금 가입자규모, 노령연금 수급자규모, 장애연금 관

련 기초변수(장애발생률, 종료율, 전환율), 급여에 대한 과세로 인한 수입

(Income from Taxation of Benefits), 평균급여액, 가입기간별 급여

수준,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가정변수는 단기추계기간말인 2021년 이후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

(중위비용, 고위비용, 저위비용)로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한 이후 2086년 

까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1) 인구변수

① 출산율

사회보장청은 미국의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율은 경제여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

위기 등으로 2010년 출산율이 1.95로 2009년의 2.01보다 하락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2011년은 불황에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3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보장청은 2015년 출산율을 

중위비용가정, 고위비용가정, 저위비용가정으로 구분하고 중위비용가정

의 경우 2035년 이후 2.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저위비용가정

은 2040년에 2.3으로 수렴, 그리고 고위비용가정은 2040년에 1.7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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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TFR

과거추세
중위비용가정

(Intermediate)
저위비용가정
(Low-cost)

고위비용가정
(High-cost)

1995 1.98

2000 2.05

2005 2.06

2010 1.95

2011 2.03

2015 2.06 2.10 2.01

2020 2.04 2.15 1.93

2025 2.03 2.20 1.86

2030 2.02 2.24 1.79

2035 2.0 2.29 1.71

2040~2090 2.0 2.30 1.70

〈표 2-3〉 미국 OASID 추계기간별 재정평가지표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② 사망률

미국의 사망률은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1900년 이

후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보장청은 향후 사

망률이 1979~2007년 기간 사망률 감소속도의 93% 범위 내에서 변화할 

것으로 가정하되, 성별·연령별 및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총합한 전체 사망

률 수준의 감소속도에 따라 대안1(AlternativeⅠ), 대안2(AlternativeⅡ), 

대안3(AlternativeⅢ)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안1은 2011~2086

년간 전체 사망률의 0.39%, 대안2는 0.77%, 대안3은 1.18%가 각각 감

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대안1의 경우 

0.36%, 대안2의 경우 0.70%, 그리고 대안3의 경우 1.06%가 각각 감소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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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민자규모

이민자의 가정은 법적인 순이민자에 수치를 기준으로 중위가정

(Intermediate Cost), 고위가정(High Cost), 저위가정(Low Cost)로 구

분하였다. 법적 순이민자는 타국으로부터의 합법적 이민자수에서 타국으

로의 법적 이민자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수치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청은 

향후 75년의 재정전망기간 동안의 법적인 타국으로부터의 이민자수와 법

적인 타국으로의 이민자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적인 순이민

자수가 중위가정은 750,000명, 저위가정은 960,000명, 고위가정은 

560,000명으로 가정하였다.

④ 총인구 규모

사회보장청은 재정추계시 2010년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정하고, 앞

에서 살펴본 출산율, 사망률, 결혼 및 이혼을 반영한 순이민자수의 가정

을 고려하여 2011~2090년까지의 총인구 규모를 예측하는데 적용하였

다. 결과는 연령별, 세 가지 가정(저위, 중위, 고위비용가정)으로 구분하

여 나타내고 있다.

2) 경제변수

사회보장청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중위비용가정에서는 2019년 잠재성장률로 수

렴, 고위비용가정은 2021년 그리고 저위비용가정은 2017년 수렴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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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성

생산성은 명목소득상승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생산성증가율은 지난 5회의 경제사이클 기간인 1966년부터 2007년까

지 평균 1.68%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사회보장청은 장기적으로 1.68%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위비용가정은 2020년 1.68%로 수렴한 

이후 2086년까지 동일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저위비용가

정은 2020년에 1.98%, 그리고 고위비용가정에서는 2020~2025년은 

1.37 2025~2086년은 1.38로 가정하였다. 

②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미래급여수준을 소비자물가수준에 따라 조정하기 때문

에 연금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청은 소비자물가수준을 

중위비용가정의 경우 2020년부터 2.80수준이 2086년까지 계속 유지되

는 것으로, 저위비용가정은 1.80, 그리고 고위비용가정은 2019년부터 

3.80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2086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

로 가정하고 있다. 

③ 가입자의 평균명목소득(임금)

명목임금수준은 과세대상소득과 미래급여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

금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④ 실질임금격차(Assumed Real-Wage Differentials)

실질임금격차는 평균임금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뺀 수치이

다. 사회보장청은 2022~2086년 기간 중 실질임금격차를 저위비용의 경

우 1.71, 중위비용은 1.12, 그리고 고위비용은 0.51로 각각 수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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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고 있다. 

⑤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중위가정하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2020년 기간 중에는 0.8% 

증가하고 향후 75년 기간 중에는 연간 0.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실업률은 중위비용가정, 저비용가정, 그리고 고위비용가정별로 2021

년에 5.5%, 4.5%, 그리고 6.5%에 도달한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

로 가정되었다. 

⑥ GDP

중위비용가정의 경우, 2011~2021년 기간 중에는 경제활동참가율증

가율 1.1%, 생산성증가율 1.8%, 노동시간증가율 0%를 합한 3.0%로 가

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90년까지는 2.1%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저위비용가정의 경우, 동 기간 3.6%수준을 유지하고 고

위비용가정의 경우 2.2%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⑦ 이자율

명목이자율은 단기추계기간말인 2021년에 일정수준에 도달한 이후 

2021년 이후에는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중위

비용가정의 경우 명목이자율이 2021년 5.7%에 도달하고, 저위비용가정

은 5.2%, 그리고 고위비용가정은 6.2%에 도달한 이후 이 수준을 계속 유

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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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변수(Program-Specific Assumptions) 

제도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급여와 관련하여 법에서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급여를 물가수준

에 따라 연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발생률 및 종

료율 등이 포함된다. 

4. 확정추계모형과 확률추계모형의 비교분석

미국 OASDI의 재정추계는 확정추계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사용하고 있

다. 확정추계모형에서는 장기추계에 따른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 

변수를 저위비용, 중위비용, 그리고 고위비용의 경우로 구분하여 세 가지 

가정별로 각기 다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연차보고서 6장은 부록이며 

확률추계모형에 따른 결과도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1) 확률추정모형의 방법론

확정모형에서 사용된 각종 변수는 저위비용, 중위비용, 고위비용에서 

가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변수가 확률분포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추계결과를 산출하였다. 확률추정모형은 시계열모델로 가정변

수들이 과거 시계열에서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무작위로 변동하는 것

을 가정한 것이다. 변수별로 과거 시계열은 달리 사용되는데 변수에 따라 

과거 25년 시계열을 사용하는 경우와 과거 110년의 시계열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시계열모형은 기간에 따라 무작위로 변화하지 않는 경

우 확정추계모형에서 사용된 중위비용가정이 도출되는 것으로 설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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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변수의 매년 변동은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5,000

번 추정되었다. 

사회보장청은 시계열확률추정모형은 추정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변수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확률추정모형의 결과 

① 비용률(cost rate)

확률추정모형의 결과는 추계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신뢰수준 97.5%, 90%, 50%, 10%, 2.5%별로 비용률수준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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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 OASDI 확률추정모형을 이용한 장기 비용률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② 적립배율(Fund Ratio)

신뢰수준 50%하에서 적립기금은 2033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확정모형과 확률추정모형간 적립배율의 차이는 두 모형간 사용되

는 실질이자율의 차이에 근거한다. 확정모형에서는 2021년 이후 일정수

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확률추정모형에서는 확률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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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 OASDI 확률추정모형을 이용한 장기 적립배율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3) 확정모형과 확률추정모형간 결과의 비교 

① 비용률(cost rate)

비용률추계는 확정모형 고비용가정과 확률추정모형의 신뢰수준 

97.5%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확정모형 중위비용가

정과 확률추정모형 신뢰수준 50%가 거의 일치하며 확정모형 저비용가정

과 확률추정모형 신뢰수준 2.5%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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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 OASDI 확률추정모형과 확정모형 저비용, 중위비용, 고비용가정의 

비용률 비교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② 미적립부채

미적립부채수준은 확정모형의 시나리오별 분석결과가 확률추정모형에 

의한 결과보다 낙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두 모형 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우는 확정모형의 저위비용가정과 확률추정모형의 신뢰수

준 97.5%이다. 중위비용가정과 신뢰수준 50%, 그리고 고위비용가정과 

2.5% 신뢰수준의 결과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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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미국 OASDI 확률추정모형과 확정모형 저비용, 중위비용, 고비용가정의 

적립배율 비교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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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OASDI 프로그램의 계리적장기추계 결과값(시나리오기반과 확률적 결과비교)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2)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5. 미국 OASDI 재정추계의 시사점

미국 사회보험 부문 중 OASDI의 재정추계가 시사하는 바는 보험계리

적추계(Actuarial Estimates)를 따로 보고하며, 장기추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계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확정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

오 모형뿐만 아니라 확률모형(stochastic model)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추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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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해외사례들의 공적연금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재정추계를 위

해서 확정적 (deterministic)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확정적 모형은 결과

값이 하나의 값이므로 해석이 편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반영함이 용이하다. 하지만 확정모형은 산출한 결과값과 실제값의 오차

로 인해 기존에 수립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위, 중위, 고위가정을 기반

으로 시나리오 분석 또는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추계

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가정변수에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확률을 내

포한 결과 및 다양한 그래프를 이용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재고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확률론적 방법 이외에도 미국의 공적연금인 OASDI(노령, 유

족, 장애연금)의 재정추계는 이에 대응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

연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OASDI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따로 분리하여 재정추계를 시

행하는 반면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재정추계를 시행하나 총합

으로 보고한다. 

둘째, 추계에 사용되는 가정변수 중 제도변수의 자동조정제도 관련변

수(Automatically Adjusted Program Parameters)는 우리나라 사회

보험 및 공적연금에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 요소이지만 경제적 변동성

을 반영해야 하는 장기적인 추계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정변수에 관해 OASDI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하나의 수렴시점

을 정하고 그 이후로는 동일한 값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반면에 국민연금

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전망전제를 사용하

며 그 중 ‘인구전제’는 단계적으로 수렴시점을 정하여 계단의 형태를 나

타내는 점이 OASDI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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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민연금은 미국 OASDI가 장기재정추계 시 추가적으로 반

영하는 제도변수나 방법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캐나다 CPPIB 공적연금 재정추계

1. 재정추계보고서(Actuarial Report, Canada Pension Plan) 구성

캐나다의 공적연금재정추계보고서는 캐나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산하 금융보험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의 보험계리국에서 발간하고 있다. 캐

나다 CPPIB의 재정추계보고서는 3년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다. 

미국의 OASDI의 경우 연차보고서 내에 보험계리부문을 포함시켜 보

고하고 있지만 캐나다 CPPIB의 경우 독립적인 보험계리보고서를 재정추

계보고서로 생산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CPPIB의 보험계리보

고서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구성을 갖추

고 있다. 전체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1) 요약, 2) 방법론, 3) 중위

가정(Best-Estimate Assumption), 4) 추계결과, 5) 전기 결과와의 차이

비교, 6) 불확실성을 감안한 대안 검토, 7) 결론, 8) 보험계리인의 의견, 

9) 부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주요 변수

재정추계보고서는 중위비용가정에 해당되는 Best-Estimate를 기본 

가정으로 본문에서 추계결과를 계산하고 저위비용가정과 고위비용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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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5기 추계

(2009년 12월 31일 기준)
23기 추계

(2006년 12월 31일 기준)

TFR 1.65(2015+)

출생기대여명(2010) 85.4(남성) 88.3(여성) 84.7(남성) 87.9(여성)

65세 기대여명(2010) 20.2(남성) 22.6(여성) 19.6(남성) 22.2(여성)

순이민율
총인구의 0.58%

(2023+)

총인구의 0.54%

(2020+)

경제활동참가율

(15-69)
75.2%(2030) 74.2%(2030)

고용률

(15-69)
70.6%(2030) 69.4%(2030)

실업률 6.1%(2022+) 6.3%(2007+)

물가상승률 2.3%(2019+) 2.5%(2016+)

실질임금격차

(real-wage differential)
1.3%(2019+) 1.3%(2015+)

〈표 2-5〉 캐나다 CPP 중위비용가정하의 인구 및 경제변수

은 부록에서 민감도분석에서 다루고 있다. 중위비용가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추계기간은 미국의 장기추계기간과 동일한 75년을 사용하고 있다. 추

계에 사용된 주요변수는 인구변수와 경제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추계기간 

동안 변수의 추계치를 계속 변화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출산율은 2015년 1.65에 도

달한 이후 동일 수준을 추계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가정을 이민율은 2023

년 총인구의 0.58%에 도달한 이후 추계기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실질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2019년 이후부터는 각각 1.3%와 

2.3%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실업률은 2025년 이후 

부터는 6.1%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금의 실질수익률은 

2017년 이후부터 4.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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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5기 추계

(2009년 12월 31일 기준)
23기 추계

(2006년 12월 31일 기준)

기금실질수익률 4.0%(2017+) 4.2%(2016+)

60세 코호트의 은퇴율
남성: 38%(2016+)

여성: 41%(2016+)

남성: 40%(2009+)

여성: 45%(2009+)

장애발생률

(연금가입자 1,000명당)

남성: 3.3(2015+)

여성: 3.6(2015+)

남성: 3.5(2011+)

여성: 3.8(2011+)

연도
부과방식보험료율
(PayGo Rate)

(%)

법정보험료율
(legislated rate)

(%)

적립배율
(Asset/Expenditure 

Ratio)

2010 8.65 9.9 3.94

2020 9.83 9.9 4.68

2030 10.78 9.9 4.79

2040 10.73 9.9 4.98

2050 10.94 9.9 5.18

2060 11.22 9.9 5.15

2070 11.12 9.9 5.18

〈표 2-6〉 캐나다 CPP의 재정상태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3. 재정평가지표

캐나다의 CPPIB는 추계기간 75년 동안 정상성(steady-state)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율을 9.9%로 보고 이 수준을 추계기간 유지시

키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정상성의 기준은 기금자산대비 

다음 기간 급여지출의 비율인 적립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CPP의 부과보험료율(Pay-as-you-go)은 기금수

익이 급여지출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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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과방식보험료율
(PayGo Rate)

(%)

법정보험료율
(legislated rate)

(%)

적립배율
(Asset/Expenditure 

Ratio)

2080 11.28 9.9 5.13

2085 11.40 9.9 5.03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재정평가는 법정보험료율(9.9%)로 추계기간중 적립배율이 일정 수준

으로 유지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재정추계의 목적이지만 기금수익이 얼

마나 투입되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연도 보험료수입 급여지출 부족분
부족분의 투자수익대비 

비중(%)

2010 36.9 32.2 0.0 0.0

2020 56.0 55.6 0.0 0.0

2030 85.2 92.8 7.6 26.8

2040 130.3 141.3 11.0 24.6

2050 195.4 215.9 20.5 28.7

2060 290.8 329.7 38.8 35.8

2070 439.3 493.5 54.2 33.3

2080 656.8 748.2 91.4 37.3

2085 800.6 921.6 121.0 40.8

〈표 2-7〉 캐나다 CPP 정상성 유지에 필요한 기금수익

(단위: 10억 캐나다 달러)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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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캐나다 CPP 확률추정모형과 확정모형 저비용, 중위비용, 고비용가정의 적립

배율 비교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4. 장기추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민감도분석

캐나다 CPP재정추계보고서(Actuarial Report)는 본문에서는 중위비

용가정을 사용한 기본안을 도출하지만 6장(Uncertainty of Results)에

서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민감도 분석은 기금의 자산배분

을 달리하는 경우와 경제상황에 대해 다른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추계변수를 저비용가정과 고비용가정으로 구분하고 중위비용가정

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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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금의 자산배분에 대한 시나리오분석

중위비용가정과 다른 6개의 자산배분안에 따른 기금수익률 그리고 최

저보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자산
배분안

채권형자산 주식형자산
부동산 및 

인프라
실질수익률

1년 
표준편차

최저보험료율1)

1 100 0 0 2.8 9.0 10.49

2 100 0 0 3.2 8.1 10.31

3 80 15 5 3.5 8.0 10.13

4 60 30 10 3.9 9.1 9.97

중위

비용

(BE)

40 42 18 4.0 10.5 9.85

5 20 60 20 4.2 12.7 9.74

6 0 80 20 4.4 15.4 9.68

〈표 2-8〉 캐나다 CPP 자산배분안에 따른 최저보험료율

 (단위: %)

주: 1) 2023 이후 적용되는 필요보험료율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나. 자산배분에 따른 수익률의 확률분포분석

수익률은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규분포를 가정한 

상태에서 5% 신뢰수준(1/10)과 1% 신뢰수준(1/50)에서의 수익률수준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최저보험료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신뢰수준 

10%는 10년에 1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1/50은 

50년에 1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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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안 3은 중위비용가정에 비해 주식형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은 반면 자산배분안 5는 주식형자산비중이 60%로 투자위험이 상대적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위비용가정에서는 포트폴리오수익률이 

10년에 1회 –7%를 기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효과는 

0.08%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산배분안 3에 따르면 10년에 

1회 수익률이 –5%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최저보험료율인상효과는 

0.05%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확률수준 1/50은 신뢰수준 1%를 의미

하며 자산배분안 5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50년에 1회 –20%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보험료는 0.20%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확률
수준

Tail

자산배분안 3 중위비용가정 자산배분안 5

명목
수익률
(2012)

최저보험료율
에 대한 영향

명목
수익률
(2012)

최저
보험료율
에 대한 

영향

명목수
익률

(2012)

최저보험료율
에 대한 영향

1/10
Left -5 0.05 -7 0.08 -10 0.12

Right 16 -0.05 19 -0.09 22 -0.12

1/50
Left 11 0.08 -16 0.14 -20 0.20

Right 22 -0.08 28 -0.16 32 -0.20

〈표 2-9〉 캐나다 CPP 수익률의 확률분포에 따른 최저보험료율 변화

(단위: %)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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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제불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경제불황을 실업률, 실질임금격차, 그리고 명목기금수익률의 악화를 

가정한 상태에서 최저보험료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 시나리오 1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12년 실업률이 중위비용가정에 비해 2% 

상승하고 이후 1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가정과 2012년 실질임

금격차가 0%로 2013년 0.6%로 복귀한다는 가정을 적용한 경우이다. 시

나리오 1에 의하면 최저보험료율이 중위비용가정에 비해 0.01% 상승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시나리오 1의 가정에 2012년 기금수익률이 –

20%로 급감한 이후 2013년에 5.5%로 회복한다는 가정을 추가한 경우이

다. 시나리오 2에 의하면 최저보험료율이 10.03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 개별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

개별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은 미국의 OASDI의 중위, 고위, 저위 가

정과 거의 동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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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저위비용 중위비용 고위비용

TFR 1.90 1.65 1.40

65세 기대여명

(2050년)

남성: 19.2 남성: 22.6 남성: 25.2

여성: 20.2 여성: 24.6 여성: 27.9

이민율 0.61% 0.58% 0.54%

경제횔동참가율

(15-69)
80%(2030) 75%(2030) 72%(2030)

실업률 4.1% 6.1% 8.1%

물가상승률 2.9% 2.3% 1.7%

실질임금격차

(real-wag 

differential)

1.9% 1.3% 0.7%

기금실질수익률 4.8% 4.0% 3.2%

장애발생률

(가입자 1,000명당)

남성: 2.4 남성: 3.3 남성: 4.0

여성: 2.8 여성: 3.6 여성: 4.5

〈표 2-10〉 캐나다 CPP 추계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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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시나리오 최저보험료율
최초

수지적자

부과보험료율

2025 2050 2084

중위비용 9.85 2021 10.43 10.94 11.37

TFR
저위

고위

9.54

10.16

2017

2023

10.42

10.43

10.37

11.58

10.19

12.87

사망률
저위

고위

9.27

10.25

2015

2023

10.24

10.59

10.15

11.49

9.98

12.21

순이민율
저위

고위

9.76

9.91

2021

2021

10.32

10.45

10.81

11.09

11.25

11.54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저위

고위

9.55

10.11

2021

2020

9.92

10.90

10.57

11.23

11.50

11.28

물가상승률
저위

고위

9.74

9.99

2020

2021

10.35

10.56

10.76

11.14

11.24

11.53

실질임금격차
저위

고위

9.34

10.33

2016

2022

9.86

10.93

9.95

12.04

10.34

12.58

기금실질수익률
저위

고위

9.45

10.25

2016

2024

10.43

10.43

10.94

10.94

11.37

11.37

장애발생률
저위

고위

9.66

10.03

2020

2021

10.25

10.61

10.72

11.15

11.17

11.57

〈표 2-11〉 캐나다 CPP 민감도분석에 따른 재정평가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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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시나리오 최초수지적자
적립배율

2025 2050 2084

중위비용 2021 4.77 5.18 5.06

TFR
저위

고위

2021

2021

4.77

4.78

5.77

4.59

9.65

(1)

사망률
저위

고위

2022

2020

5.00

4.60

7.46

3.77

15.20

(2)

순이민율
저위

고위

2022

2021

4.85

4.77

5.59

4.97

6.17

4.17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저위

고위

2025

2018

5.19

4.41

7.11

3.57

8.75

1.73

물가상승률
저위

고위

2022

2020

4.81

4.68

5.67

4.54

6.61

3.10

실질임금격차
저위

고위

2026

2019

5.08

4.58

7.30

3.16

11.05

(3)

기금실질수익률
저위

고위

2021

2021

5.33

4.27

7.58

3.43

13.36

0.71

장애발생률
저위

고위

2023

2020

5.02

4.54

6.16

4.29

7.77

2.54

〈표 2-12〉 캐나다 CPP 민감도분석에 따른 재정평가(9.9%보험료율)

주: 1) 2084년 기금고갈 2): 2083년 기금고갈 3) 2073년 기금고갈

자료: Office of Chief Actuary(2010)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5. 캐나다 CPP 재정추계(Actuarial Report) 의 시사점

캐나다 CPP 재정추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OASDI

와 동일하게 추계의 기간을 75년으로 설정하고, 재정추계 시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캐나다 CPP는 자산배분에 따른 기금

수익률을 OASDI는 재정추계의 가정변수 중 거시경제변수 추계 시 확률

모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적용부문이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장기 추계 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계변수의 가정

을 저위, 중위, 고위로 분류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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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로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OASDI의 경우 부록에 확

률추계의 결과 및 3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확정모형의 민감도 분석 결

과를 비교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캐나다 CPP는 본문에서

의 중위비용가정을 사용하여 기본 안을 도출하고, 저위 및 고위비용가정

을 이용한 결과와 기금의 자산배분을 달리하는 경우 및 경제상황의 변화

에 따른 다른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확률모형을 이용한 추계의 경우 미국은 신뢰도 97.5%, 90%, 50%, 

10%, 2.5%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캐나다의 경우는 10%와 2%

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는 확률모형의 추계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 CPP의 경우 장기재정 추계 시 경제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 불황에 대한 가정변수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추계

기간동안 정상성 유지를 위한 최저보험료율의 변화를 통해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함이다. 캐나다는 보험계리보고서를 독립적으로 발간하며 장기재

정 추계 시 확률모형 및 경제 불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장기재정 추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 수

익률에 대한 확률적 모형 및 경제 불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재정확보를 위해 

추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80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제4절 일본의 공적연금 재정추계

1. 재정계산 보고서 구성

일본후생노동성 연금국수리과는 5년마다 재정검정결과리포트를 발간

하고 있다. 재정검정의 대상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며 별도의 보험계

리보고서가 아닌 연차보고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리포트의 구성은 1장 

재정검정개요, 2장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재정현황, 3장 국민연금과 후

생연금의 재정전망, 4장 기타 내용, 5장 연금수리기초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추계방법 및 결과는 3장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4장은 세대간회계 

관점에서 재정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주요변수

일본의 재정추계도 인구변수와 경제변수가 주요 전제조건으로 사용되

고 있다. 인구변수와 경제변수를 중위, 고위, 그리고 저위 등으로 3가지 

가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계기간은 1999년까지

는 무한기간이었으나 2000년 재정추계부터 향후 100년을 추계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가. 인구변수

인구변수는 출산율을 3가지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9년 재정검

정보고서에서는 2005년도 출산율 실적치인 1.26이 2055년에도 1.2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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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중위가정으로, 2055년까지 점진적으

로 1.55로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고위가정으로, 그리

고 2055년 까지 점진적으로 1.06으로 감소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하는 것을 저위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2005년 남자 78.53세, 여자 85.4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사망중위가정은 2055년 남자 83.67, 여자 90.34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사망저위가정은 2055년 남자 84.93, 여자 91.51, 그리고 

사망고위가정은 남자 82.41, 여자 89.17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가정

출산율 평균수명

2005 2055
2005 205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중위

1.26

1.26

78.53 85.49

83.67 90.34

저위 1.06 84.93 91.51

고위 1.55 82.41 89.17

〈표 2-13〉 일본 공적연금추계를 위한 인구가정

(단위: 배수, 세)

자료: 후생노동성 연금국수리과(2010) 「평성 21년 재정검정리포트」

  나. 경제변수

경제변수는 단기전망과(2009~2015) 장기전망(2015년 이후)으로 구

분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단기전망에서는 세계경제가 2010년에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2010년에 급격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세계경제가 2010년 이후에도 계속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각

기 다른 추계치를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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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기전망은 3가지 시나리오 하에 추계되었는데 시나리오별 차이

는 생산함수에 사용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

가율이 연간 1.0%인 경우(중위가정), 1.3%인 경우(고위가정), 그리고 

0.7%인 경우(저위가정)로 구분하고 있다. 

장기전망
(2016+)

CPI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명목기금수익률 비고

중위 1.0% 2.5% 4.1%1) TFP 1.0%

고위 1.0% 2.9% 4.2%2) TFP 1.3%

저위 1.0% 2.1% 3.9%3) TFP 0.7%

〈표 2-14〉 일본 공적연금추계를 위한 경제변수가정 

주: 1) 2020년 이후부터 동일수준 유지 
     2) 2017년 이후부터 동일수준 유지
     3) 2020년 이후부터 동일수준 유지 

자료: 후생노동성 연금국수리과(2010) 「평성 21년 재정검정리포트」

3. 재정평가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평가는 적립배율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2004년 제도개혁을 통해 후생연금의 경우 2017

년까지 보험료율을 18.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 이후 고정시키고 국민

연금보험료는 2017년까지 16,900엔으로 인상한 이후 고정시키는 것으

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제도개혁 이후 2030년 중반에 시나리오별로 50%

내외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는 것과 추계기간말인 2105년에 적립배율이 

1로 유지되는 것을 재정목표로 정하고 있다.



제2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83

출산율

저위 중위 고위

경제전망

저위
50%

(2035년 이후)

50%

(2038년 이후)

51.5%

(2038년 이후)

중위
50%

(2036년 이후)

50.1%

(2038년 이후)

53.9%

(2033년 이후)

고위
50%

(2035년 이후)

50.7%

(2037년 이후)

54.6%

(2032년 이후)

〈표 2-15〉 일본 공적연금 인구/경제변수가정별 소득대체율

자료: 후생노동성 연금국수리과(2010) 「평성 21년 재정검정리포트」

기간 보험료율
당해연도
수지차

(조 JPY)

후생연금기금
규모

(조 JPY)
적립배율

2009 15.70 -0.9 144.4 4.1

2015 17.82 2.1 144.2 3.3

2020 18.30 7.6 172.5 3.6

2030 18.30 13.8 284.2 5.2

2040 18.30 11.2 417.1 6.0

2050 18.30 7.5 507.7 6.0

2060 18.30 3.6 562.5 5.7

2070 18.30 -3.3 561.3 5.0

2080 18.30 -7.5 502.5 4.1

2090 18.30 -11.7 406.4 3.1

2100 18.30 -19.9 247.2 1.8

2105 18.30 -25.1 132.4 1.0

〈표 2-16〉 일본후생연금 장기재정평가결과

자료: 후생노동성 연금국수리과(2010) 「평성 21년 재정검정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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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월 보험료

(JPY)

당해연도
수지차

(조 JPY)

국민연금기금
규모

(조 JPY)
적립배율

2009 14,700 0.1 10.0 2.1

2015 16,380 0.2 10.9 2.0

2020 16,900 0.5 13.0 2.0

2030 16,900 0.9 20.6 2.8

2040 16,900 0.8 29.9 3.4

2050 16,900 0.5 36.6 3.3

2060 16,900 0.3 40.6 3.1

2070 16,900 -0.2 40.8 2.8

2080 16,900 -0.4 37.8 2.3

2090 16,900 -0.6 33.0 1.9

2100 16,900 -1.0 25.1 1.3

2105 16,900 -1.2 19.5 1.0

〈표 2-17〉 일본 국민연금 장기재정평가결과

자료: 후생노동성 연금국수리과(2010) 「평성 21년 재정검정리포트」

4. 세대간 급여와 부담수준 분석

재정리포트 4장에서는 보험료부담대비 연금급여의 배율을 코호트별로 

계산하여 세대간전가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

는 세대인 1940년생, 1945년생, 1950년생의 급여배율이 후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생의 급여배율이 후생연금의 

경우 2.3,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5로 여전히 부담대비 급여수준이 높아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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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부담대비 급여배율 

후생연금 국민연금

1940년 5.1 4.5

1945년 3.9 3.4

1950년 3.4 2.7

1955년 3.1 2.2

1960년 2.8 1.9

1965년 2.7 1.8

1970년 2.5 1.6

1975년 2.4 1.5

1980년 2.3 1.5

1985년 2.3 1.5

1990년 2.3 1.5

1995년 2.3 1.5

2000년 2.3 1.5

2005년 2.3 1.5

2010년 2.3 1.5

〈표 2-18〉 일본 공적연금의 코호트별 부담대비 급여배율

자료: 후생노동성 연금국수리과(2010) 「평성 21년 재정검정리포트」

5. 일본 공적연금 재정추계(Actuarial Report)의 시사점

일본의 공적연금 재정추계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OASDI와 캐나다

의 CPP와 다르게 장기재정추계의 기간을 100년으로 하고, 재정추계 시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공적연금이 기금의 자산

배분 시 약 67%를 국고채에 할당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므로 확

률론적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경제변수 가정을 시나리오별로 설정하며 명목기금수익률은 저위, 중

위, 고위에 따라 수렴하는 시점을 정하고 그 이후로는 동일수준을 유지하

도록 가정하여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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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리포트에서는 일본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코호트별 부담대

비급여비율을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세대간 전가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재정평가 기준 중 미국 OASDI의 세대별 무

한기간 미적립부채와 캐나다 CPP의 코호트별 내부수익률이 있다. 세 나

라와 우리나라 모두 연령별 순부담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는 세대간 부양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급격히 증가한 노년층 공공 의료 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및 일본의 후생･국민연금은 여전히 세대간 격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세대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미래의 재정건전성

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 속

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

으로의 재정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

능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제5절 EU 장기재정전망

1. EU 장기전망의 목적

EU는 27개 회원국에 대해 공통된 거시경제변수 가정을 적용하여 향후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민감한 5가지 분야에 대해 재정지출을 

전망하여 회원국별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추계기간은 EU에서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향후 2세대, 50년간~3

세대, 75년간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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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장기재정추계는 1998년 재정안정화규율에 근거해 재정지속가

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향후 30년간의 재정전망을 예산발표에 맞추어 

공표하고 있다. 이후에는 향후 50년간 장기재정추계의 부속자료로 2002

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다. 

인구가정은 연금수리청의 인구추계를 사용하고 경제성장률은 실질 노

동생산성 상승률 2.0%, 실질금리는 3.0%로 가정하고 있다. 

재정추계 및 추계대상은 일반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

적연금의 경우 연금수리청의 추계결과를 원용하고 기타 세출항목별로는 

연령별 일인당 세출액을 추계해 이를 노동생산성 상승률 등으로 연장하

고 매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 세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을 채택

하고 있다.

세입추계의 경우 항목별로 연령별 일인당 부담액을 추계해 이를 노동

생산성 상승률로 연장한 다음, 매년도 연령별 인구를 곱해 전체 세입규모

를 추계하고 있다.

재정평가결과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GDP 대비 세출은 향후 50년간 

+4% 증가하는 반면 GDP 대비 세입은 +3.0%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악화

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순채무 잔고 비율은 40% 수준을 유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은 안정적인 것으

로 추계된다. 

독일의 장기재정추계는 연방재무성을 주체로 독일 6대 경제연구소 중 

하나인 IFO 연구소에 위탁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감안한 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5년 6월에 처음으로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를 공표한 바 있다. 재정추계주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둔 것

은 아니나 2008년 6월에 Second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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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inances를 공표하였다. 

연방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사용하고 경제성장률은 실질 노동생산성 상

승률의 1.75%, 실질장기금리 3.5%로 설정하고 있다.

추계범주는 일반정부의 재정지출로, 세출은 연금 의료 개호 교육 인구

구성 변화의 영향을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추계한다.

2050년까지 GDP 대비 세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금지출은 3% 증가, 

의료개호는 2% 증가, 교육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은 2가지 가정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GDP 대비 세입이 일정하다

는 전제하에 2050년 GDP 대비 채무잔고 비율을 전망하는데, 2005년 6

월 보고서에서는 1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사회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로 2050년 GDP 대비 채무잔고 비율이 30%

정도로 현행 사회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에 비해 큰 폭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 EU 공공의료지출 및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추계방법론

장기지출추계의 경우 단순한 macro-simulation model에 기초하고 

있는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Ageing Working 

Group(AWG)에서 이전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 바 있다. 

macro-simulation model은 인구수를 연령별, 성별, 유병률, 수급조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출규모를 추

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장기추계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

로, 전제조건으로는 각각의 특성으로 구분한 그룹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미시형태의 실적자료가 필요하다. 

EU 장기추계의 목적이 향후 인구고령화를 반영하는 데 있으므로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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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급여지원단가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룹화하고 있다. 

인구전망은 Eurostat에서 제공하는 인구전망(EUROPOP2011)을 적

용하고 및 거시경제가정은 EC 및 AWG에서 합의된 가정을 공통으로 적

용하고 있다. 

의료급여에서는 인구수, 연령별 급여지출평균, 급여지출 증가율 등 3

가지 주요요인별로 의료지출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급여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에 대한 수요와 지원측면에서 2010년 

기준 연령별 급여지출 구조, 급여지출 증가율, 소득 대비 의료지출 탄력

성(기본시나리오 ‘1’) 등에 따라 9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의료지출 규

모를 분석하고 있다. 

시나리오 1: 인구고령화만 반영할 경우 (Pure demographic sce-

nario)

평균수명 증가 등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유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지출규모를 분석한다. 인구고령

화 효과만 반영하기 위해 연령별 1인당 의료지출은 최근 실적자료와 동

일하게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급여지출 증가율은 GDP 증가율

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시나리오 2: 인구고령화만 반영할 경우 (High life expectancy sce-

nario)

인구고령화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시나리오 1과 동일하고, 평균수명

을 기본시나리오에서 1세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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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의료기출의 발달 반영 (Non-demographic determi-

nants scenario)

의료비지출이 인구고령화와 독립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최근 의료비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한다. 

시나리오 4: 사망률 변화 연령별 의료지출 구조에 반영 (Constant 

health scenario)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사망률 감소를 반영하여 2010년 연령별 의료지

출 구조 변화

시나리오 5: 사망직전 의료비 증가 (Death-related costs scenario)

2010년 연령별 의료지출 구조는 동일하나 사망직전 의료비가 증가한

다고 가정

시나리오 6: 소득탄력성 감소 (Income elasticity scenario)

소득증가로 인해 의학기술 발달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감안하여 2010

년 소득탄력성 ‘1.1’에서 2060년 ‘1’로 가정

시나리오 7: EU27 평균으로 수렴 (EU27-average cost con-

vergence scenario)

EU 회원국별 연령별 의료지출 구조가 2060년에는 EU27 평균으로 수

렴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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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8: 의료지출 증가율 가정변화 (Labour intensity scenario) 

의료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생산성 변화에 따라 의

료지출 증가율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임금상승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시나리오 9: 의료지출 증가율 가정변화 (Decomposed indexation 

scenario) 

의료지출 증가율 GDP 증가율 대신 의약품, 자본투자비용 등 의료지출 

특성을 반영한 특정값으로 가정

구분 평균수명가정
연령별 의료지출 

구조
의료지출 증가율 소득탄력성

시나리오 1
EUROPOP 

2010

2010년 

실적자료

1인당 GDP 

증가율
1

시나리오 2 기본가정+1세
2010년 

실적자료

1인당 GDP 

증가율
1

시나리오 3
EUROPOP 

2010

2010년 

실적자료

1인당 GDP 

증가율

실제 증가추세 

반영

시나리오 4
EUROPOP 

2010

평균수명가정 

반영

1인당 GDP 

증가율
1

시나리오 5
EUROPOP 

2010

사망직전 의료비 

증가

1인당 GDP 

증가율
1

시나리오 6
EUROPOP 

2010

2010년 

실적자료

1인당 GDP 

증가율

2010년 1.1

→ 2060년 1

시나리오 7
EUROPOP 

2010

2060년 EU27 

평균의료비로 

수렴

1인당 GDP 

증가율
1

시나리오 8
EUROPOP 

2010

2010년 

실적자료
임금상승률 1

시나리오 9
EUROPOP 

2010

2010년 

실적자료
특정값으로 가정 1

〈표 2-19〉 EU 공공의료지출추계 시나리오

자료: EU(2011) p211〈Table 7.1〉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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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추계-사회보험 중심으로

제1절 공적연금 

제2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1절 공적연금 

1. 국민연금 재정추계10)

  가.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 

2013년에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인구 및 거시경제변

수가정은 2060년까지는 장기전망협의회의 가정을 반영하였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의해 시행된 장기재정전망협의회11)의 인구중위가

정(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2060년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정하였다. 통계청의 기대수명 가정이 비관

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국가공식 통계이며 사

회정책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측면에서 통계청

의 중위가정을 이용하였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2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출산의 증가는 가입자의 증가로 이어져 초반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이후 사망률의 개선 효과와 같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경제변수가정은 장래인구전망에 기반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은 “bottom-up” 및 “top-down” 방식을 이용하였다. 

10)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재정리

11)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창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사회보험 중심으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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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up 방식은 성장회계방법을 이용하여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GDP 증가율 분해하는 방식으로 각 요인에 대한 전망치를 합산한다.

Top-down 방식은 Bottom-up 방식에 의한 전망치에 이론적 연구와 

경험치 등을 반영한 방식으로 임금, 금리 등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일관성

을 유지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내포된 임금, 금리와 관측치간의 관계

를 반영한다.

거시경제변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변수의 수준보다는 경

제변수들간의 관계인데, 임금과 금리와의 관계를 보면 2차 재정계산에서

는 임금이 금리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3차 재정계산에서는 

초반에는 임금이 금리보다 높으나, 2030년 초반 이후에는 금리가 임금보

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관계는 초반에 임금과 금리의 차이가 2차 재정

계산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후반

에는 임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집단별로 경제활동참가율결정모형을 상정하였는데, 설명변수의 

변화 예측을 위해 2030년 이후는 외국의 추이, 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감

안한 시계열 연장하였다. 청년층의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단, 군입대로 인한 지연효과가 존재하였다. 남성의 경우 2030년까지 정

체 내지 감소하였고 그 이후는 노동인력부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

만, 여성의 경우 ’60년에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격차

가 현재의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3차 재정계산에 사용된 추계모형에서는 공적연금간 연계제도에서 

국민연금가입자 이동행태모형을 공적연금가입자 이동행태모형으로 확대

하고, 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내에 직역연금가입자 이동상태를 포함하였

다. 기본연금액에 있어서 제도초기 가입기간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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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였고,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현

상을 보였는데 이는 자영자에 비하여 먼저 제도가 도입된 사업장가입자

의 영향 때문이다. 연금수급자 및 급여액에서는 중복급여대상자의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장애 및 유족연금수급자의 가입형태를 반영하며, 연기

연금제도 또한 반영하였다.

  나. 제도관련변수

국민연금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로 정의한

다. 가입률이 9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2차 재정계산에 비하

여 가입자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연금보험료 수

입의 증가로 이어진다.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후

3차 재정계산 88.5% 89.2% 89.8% 90.0%

2차 재정계산 82.8%

실적 87.4%

〈표 3-1〉 국민연금 가입률 비교(%)

지역가입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1

인 이상 사업장가입자 범위 확대 등으로 지역가입자 비중은 크게 감소하

였으나 2050년에 30%에 이르는 가정은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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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2049 2050 이후

3차 재정계산 44.10% 선형보간 30.00%

2차 재정계산 49.8%(2007년)에서 2050년까지 선형보간 35.00%

실적 44.10% 　

〈표 3-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 비교(%)

　 2011 2012~2049 2050 이후

3차 재정계산 56.48% 선형보간 30.0%

2차 재정계산 56.3%(2007년)에서 2050년까지 선형보간 30.0%

실적 56.48% 　

〈표 3-3〉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비율 비교(%)

사업장가입자는 미세하게 감소하고 지역가입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 큰 변화 없다.

　 2010 2011~2015 2016~2049 2050 이후

3차

재정계산

사업장 98.56%

지역 66.57% 선형보간 80.00%

2차

재정계산

사업장 98.70%

지역 64.00% 선형보간 80.00%

실적
사업장 98.74%

지역 65.35%

〈표 3-4〉 국민연금 징수율 비교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의 비율로 정의하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반영하기 위

하여 50%까지 하락 전망하고 그 이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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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15~19년 … 2050 이후

3차 재정계산 53.4% 선형보간 30.0% 선형보간 70%

2차 재정계산 선형보간 70%

실적 53.4% 　

〈표 3-5〉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비교(%)

  다. 재정추계모형

가입자추계는 인구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 (1)과 같이 경활률 및 가

입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 (1)

가입자추계시 성별･연령별･가입종별(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수를 산출하는데, 가입종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하는 산식은 각각 식 (2), (3)과 같다.


′   × … (2)


′    … (3)

연령별로 구분하여 가입자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 (4)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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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및 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때, 가입종별 가입자의 소득의 연동지표가 다른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식 (6)과 같이 임금상승률에 연동하고, 지역가입자는 식 (7)과 같이 사업

장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한다.

     ×  … (6)

     × … (7)

성별·연령별 소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지수를 사

용한다.

   ×  … (8)

   ×  … (9)

연금보험료수입추계에서는 성별･연령별로 평균소득에 보험료율을 적

용하는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수입추계를 위한 식은 각각 

(10), (11)과 같다.

  × ××

… (10)

  × × 

×× … (11)

수급자추계를 위해서는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분류된 가입자로부

터 각 연금의 조건과 발생률을 적용하여 매년 발생하는 신규수급자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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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전년도에 이어 계속 연금을 수급하는 계속수급자는 전년도 총 수

급자에 사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가입기간별 가입자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사업장 가

입자, 지역가입자 및 대기자12)로 구분하고 각 가입종별 간의 가입자의 이

동행태를 추적하여 가입종별 간의 이동률을 추정하고 가입상태의 변화에 

따라 가입기간의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기본연금액은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코호트

(y,g,a,d)별로 총가능가입기간에 각 연도별 가중치에 따라 B값 산출 및 

급여산식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08년도 가입기간 20년 신규수급자가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입하였다면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동

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와 다른 예로 2008년도 가입기간 10년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2010년 말까지 실적에 의한 연도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추계시점 이후는 가입자 이동행태에 따라 가중치 변화를 추적

한다. 이 때,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의 이동률, 납부예외자비율 및 징수

율을 적용해야 한다.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가입기간별 가입자 및 대기자에 수급조

건을 적용한다. 수급조건은 연령, 가입기간(10년 이상) 등이며, 신규수급

자 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 적용하여 산정한다.

계속수급자의 경우는 전년도 총수급자에 생존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속수급자 급여액은 전년도 평균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여 산정

한다. 노령연금 수급자중 소득활동종사자는 재직수급률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12) 대기자란 과거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있으나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고 연금을 수금하
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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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는 가입자의 규모와 구성 및 장애발생률에 의해

서 그 규모가 결정된다.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

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장애연금의 계속수급자는 사망 등으로 수

급이 종료된 경우를 수급자수에서 차감하여 전년도수급자 중 생존한 사

람에 한한다. 계속수급자의 급여액은 전년도계속수급자평균급여액에 물

가상승률로 연동하여 산정한다.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자중 가입기간 

증가자를 산출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선발급여(장애연금)선

택자 및 후발급여(노령연금)액(y,g,a,d)을 산출하는데, 선발급여선택자 

및 후발급여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에서 차감한다.

유족연금의 신규수급자는 (가입자+대기자+노령연금수급자+장애연금

수급자)ⅹ사망률ⅹ유유족률의 산식을 통하여 산출하며, 여기서 대기자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장애연금수급자는 장애1급 및 장애2급을 판정

받은 자를 의미한다.

사망자와 수급자 구분은 사망자와 수급자와의 관계 적용(실적자료)하

며, 신규수급자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 유족연금지급률을 곱하

여 산출한다. 유족연금의 계속수급자는 전년도 수급자에 사망, 18세 도달 

및 재혼 등으로 인한 실권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며, 계속수급자급여액은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계속수급자평균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연

동한다.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유족연금 수급자중 가입기간 

증가자를 산출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선발급여(유족연금)선

택자 및 후발급여(노령연금)액을(y,g,a,d) 산출하는데, 선발급여선택자 

및 후발급여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에서 차감한다. 여기서 후발

급여선택자는 유족연금액의 20%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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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도달하여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즉, 가입자 및 대기자

중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는 반환일시금 수급자로 발생된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수급자의 경우는 크게 가입자의 사망, 대기자의 사망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구분한다. 첫째로 가입기간 1년 미만 조건 등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추

계모형에서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자는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인하여 반환일시

금을 수급하는 경우이므로 가입자와 대기자 수에 국외이주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반환일시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 산출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산출하

며, 납부보험료에 이자율을 적용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및 대기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 

수급하며, 노령연금수급자 및 장애연금(2급 이상)수급자 사망시 유족이 

없는 경우는 수급이 종료된다.

총수입은 연금보험료와 기금투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투자수익

은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총지출은 급여지출과 관

리운영비로 구성되며, 전년도 적립기금에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인 수지

차를 합산하여 당해연도 적립기금규모를 산출한다. 

  라.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결과

제3차 재정계산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최대규모로 증가하였다

가 2044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1,2차 재정계산에서의 재정평가는 적립배

율을 기본지표로 필요보험료율(1차), 부과방식비용률(2차)을 보조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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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적립배율 2배, 5배, 수지적자미발생,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로 평가하였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적립배율, 수리적수지차, 미적립

부채 등을 캐나다는 적립배율, 부과전환보험료율, 내부수익률, 미적립부

채, 당기근무원가(current service cost)를 재정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3차재정계산에서의 재정평가 및 재정목표는 2차의 사례를 준용하였으

나, 재정방식에 대한 정의가 없이는 재정목표를 수립하기 곤란하다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연금부채 및 내부수익률 등은 충분한 연구 

후 4차 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2. 공무원연금 재정추계13)

  가. 재정추계모형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기본 구조는 인원추계, 보수추계, 수

입추계, 지출추계, 기타추계 등 5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재직자부문과 수급자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추계야말로 추계모형

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수리적으로 안정된 모형으로서 재직공무원과 연

금수급자 분포구조를 세분화하여 이들 분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효과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다.

13) 윤석명 외(2011) 및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시 적용한 가정변수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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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

- 유족급여

- 행정관리비- 최종기준소득월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전년도말 재직자에 사망률과 퇴직률을 적용하여 사망 및 퇴직자수를 

전망하고 신규가입자를 합산하여 금년도 재직자 산출한다. 이 때, 

공무원 가입자수는 인구전제를 활용하여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를 활용

하여 경제변수(실질GDP) 연동하여 전망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생활

수준(GDP), 고령화 정도에 따른 공무원 수요도를 파악하여 가입자수를 

전망하며, 사망률은 공무원 고유 사망률을 적용하고 퇴직률은 연도별･성

별･연령별･재직기간별･직종별 퇴직률을 적용한다.

총재직자 규모는 최근 실적을 초기치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를 감안, 공무원수가 최대가 되는 해부

터 향후 공무원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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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

함수식 추정14)  : 


(인구천명당 공무원수) 

= (1인당 실질GDP, d1998)

▼

잠정공무원수 추정 

    





  where 


= 향후 연도별 잠정공무원수

     = 향후 연도별 인구수

▼

최종공무원수 결정

먼저 1991~2011년 21개년도 실적자료에 기반을 두어 1인당 실질 

GDP 로그값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천명당 공무원수를 예측한다.

 
 ∆  log   

 where   

  연도별 천명당 공무원수

              연도별 1인당 실질 GDP

            
   0    when t < 1998 

1    when t ≥ 1998

14)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공무원수를 예측하는 추세연장

법에 따른 예측방식이므로 향후 수요변화와 기능변화를 예측하는데는 제약(『정부조직설

계 표준모델 개발(2006: 한국조직학회)』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하고 장기간(향후 70년 
정도)의 정부부처 직무분석을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추계에선 현실적인 대

안이라고 할 수 있음. 추후 공무원수 변동에 미치는 추가변수들을 개발하여 “단순 최소
제곱법(Least Square Method)”보단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s Method)”
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 및 과대적합(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산정 방법에 대한 소고(2006: 이병기 
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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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인당 실질GDP 추정치를 반영하여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를 도출

하고, 연도별 인구전망수에 비율을 반영하여 잠정공무원수를 산출한다.

                          
×




where   = 연도별 잠정공무원수

 = 연도별 인구수

최종공무원수 결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행

정 수요를 감안, 공무원수가 최대가 되는 해부터 향후 공무원 규모가 일

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최종공무원수를 예측한다.15)

연계연금선택률은 ’09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20%

를 적용하되, ’12년에 5%, ’13년에 10%, ’14년에 15%, ’15년에 20%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급자 추계는 퇴직률과 사망률을 반영하여 일반퇴직과 사망(퇴직)으

로 구분한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및 연금선택여부에 따라서 각각 일시금 

수급자와 신규 퇴직연금수급자로 구분하고, 신규연금수급자는 퇴직자에 

사망률, 연금선택률 및 지급개시연령 요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기존연

금수급자는 전년도 총연금수급자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사망퇴직자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 및 연금선택여부 등을 적용하여 

일시금 수급자와 신규 유족연금수급자를 전망한다. 다만 신규 및 승계 유

족연금수급의 경우 연령 재조정을 가정하여 전망(예: 남자 연금수급자 사

망(g연령) → 부인(여성) 연금수급자 승계(g-3연령)하고, 기존유족연금수

15)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기초율추계 및 가입자전망(2004: 사회보험연구소)』과 
『사회서비스 증가의 정부규모와 역할에 대한 함의(2009: 김태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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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는 전년도 유족연금수급자수에 사망률 및 승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분포(연도별･연령별･재직기간별･성별)에 연도별 

명목보수상승률에 의하여 전망한다. 신규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

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기준소득월액 분포에서 연령과 재직기간

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010년 법개정 전 산정기준인 3년 평균 보수월액

도 기준소득월액 분포에서 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기본보수인상률만 경제변수로 외부변수로 입력을 받으면 평가모형 내부

에서 승급률이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다. 즉, 공무원의 승급률(혹은 직

급상승률)은 외생변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종별･성별･연령별 재직기간별 

보수구조에서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로 산출되는 특징이 있다.

수입은 일반기여금, 연금부담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및 일반관리

비 등으로 구분한다. 일반기여금은 재직자수와 기준소득월액에 기여율

(7.0%)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금부담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경우 

일반기여금 대비 최근 실적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출추계는 연금지출부문과 관리비지출부문으로 구성된다. 신규급여의 

경우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연금과 일시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수급

자추계에 얻어진 항목별 수급자수에 항목별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신규 

연금지출을 전망한다. 신규연금을 제외한 연금지출은 전년도 연령별･성별 

연금지출액에 사망률과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연금지출액 추계

한다. 관리운영비 지출은 기여금 대비 실적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수입과 지출추계를 통해 재정수지, 보전액, 적립기금 등을 전망할 뿐만 

아니라 부양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등의 지표를 전망한다. 여기에서 

부양률은 재직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 지출률은 기준소득총액 대비 지

출액(혹은 GDP), 보전율은 기준소득총액 대비 보전액, 수지율은 지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로 정의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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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양 률 : 연도말 연금수급자수/연도말 재직자수

지 출 률 : 연금재정지출액/기준소득총액 또는 

              연금재정지출액/GDP

수 입 률 : 연금보험료수입/기준소득총액

수 지 율 : 연금보험료수입/연금재정지출액

보 전 율 : 연금재정수지적자액/기준소득총액

이 때 기준소득총액은 전체공무원의 연간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

외한 소득합계액

연금재정지출액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등(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

상급여 및 퇴직수당 제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는 향후 10년간의 수입액, 지출액, 보전금을 

전망하고, 향후 60년간의 부양률(재직자수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 지출

률(기준소득총액 또는 GDP 대비 지출액 비율), 보전율(기준소득총액 또

는 GDP 대비 지출액 비율) 등 지표를 전망한다. 

  나. 제도관련변수

제도내 인구수 전망을 위한 제도관련 변수인 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

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 유족연금승계율은 공단의 성별, 연령별, 재

직기간별, 직종별 보정치를 2011년 실적치 수준으로 상･하향하였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임용자 성비는 2011년 경험치에 기반을 두어 교

육직 남자 및 여자비율을 각 30.6% 및 69.4% 그리고 일반직 남자 및 여

자비율을 각 65.8% 및 34.2%를 적용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향후 기대여

명 연장 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사망률에 향후 개선율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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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망률을 추정하고 있다. 

재직자 및 퇴직자 자료는 6급 이하 일반직 등의 정년연장16)에 따라 일

시적인 비정상적 퇴직행태를 제외하기 위해 2009년 이전자료를 이용한

다. 2006~2008년 퇴직자와 2005~2007년 재직자 경험치에 기반을 두어 

산정하고, 구분기준은 입직연령별, 재직기간별, 직종별(일반직, 교육직), 

성별로 구분한다. 산정구간은 교육직의 경우 입직연령 18~65세와 재직기

간 0~45년, 일반직의 경우 입직연령 18~60세와 재직기간 0~45년이고, 

교육직은 65세, 일반직은 60세에 모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급자수 추계를 위한 변수는 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공제

일시금선택률, 조기퇴직연금선택률, 연계연금선택률이며, 기초자료로 

2005~2007년 각종 연금선택률에 기반을 두어 산정한다. 구분기준은 직

종별(일반직, 교육직), 재직기간별, 성별, 연령별이며, 산정구간으로는 교

육직은 연령 36~65세와 재직기간 20~45년 그리고 일반직은 연령 

36~60세와 재직기간 20~45년이다.

3. 사학연금 재정추계17)

  가. 재정추계모형

재정추계 모형은 크게 인원수 추계, 수입 추계, 지출 추계 및 재정수지 

추계로 구분한다. 인원수 추계는 가입자와 수급자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가입자 추계는 전년도말 가입자에 탈퇴자를 제외하고 신규가입자를 합산

하여 금년도말 가입자를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급자 추계는 전년도

16) 2009년과 2010년은 58세, 2011년과 2012년은 59세, 2013년과 2014년은 60세

17) 윤석명 외(2011) 및 사학연금 재정재계산시 적용한 가정변수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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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연금수급자에 수급이 종료된 자 또는 전환된 자를 제외하고 가입자 중 

탈퇴자에서 연금의 신규수급자를 합산하여 금년도말 연금수급자를 산출

하고 연금의 신규수급자가 아닌 자는 일시금 수급자로 산출한다.

〔그림 3-3〕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기초통계자료 입력

(기초율, 가입자, 수급자)
전년도말 가입자수

신규가입자

탈퇴자

금년도말 가입자

부담금운용수입

총수입

전년도말 연금수급자수

신규연금수급자

종료/전환자

일시금수급 연금수급자

일시금지급 연금지급액

급여지출액총지출

운영비

수지차

(재정수지)

전년도말 적립기금

금년도말 적립기금

수입 추계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 수입을 계산하고, 전년도 적립

기금과 금년에 발생한 재정수지를 재원으로 운용수익률을 적용하여 운용

수입을 산출한다. 지출 추계는 급여지출액과 운영비로 구성하며, 급여지

출액은 급여산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운영비는 개인부담금 납부액에 연동

한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수지가 전년도 적립금과 합산되어 금년

도말 적립금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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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 전망은 금년도말 가입자는 전년도말 가입자에 사망자와 퇴직

자수를 차감하고 신규가입자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사망자는 사망률을 

적용하고, 퇴직자는 퇴직력을 적용하며, 신규가입자는 최근 3년간 신규

가입자 실적자료를 토대로 ‘인구전제’의 인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직종별/

성별/연령별로 산출한다. 총 신규가입자의 규모는 최근 실적을 초기치로 

설정하고 인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증감하며, 최근 실적을 기초로 산출된 

직종별/성별/연령별 분포를 적용한다. 가입자가 탈퇴하지 않고 계속가입

자로 남아 있으면 재직기간이 1년 증가하고, 신규가입자의 재직기간은 1

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재직기간별 가입자를 산출한다.

〔그림 3-4〕 사학연금 가입자 전망 흐름도

신규가입자

전년도말 가입자

퇴직자

사망자

금년도말 가입자

탈퇴력

사망률

가입자 추계과정에서 산출된 퇴직자를 근간으로 퇴직연금 수급자를 산

출한다. 산출과정에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에 연금선택률을 적용

하여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연금의 신규수급자가 되고, 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로 산출한다. 다만 퇴직연금의 신규수급자

로 산출된 인원 중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인원은 수급

대기자로 구분하여 연령이 수급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대기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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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연계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

일시금 수급자가 되고 연계연금을 선택하면 연계연금 수급자로 산출한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가입자 중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에서 발생하는 유

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대기자 중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

급자는 사망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유족일시금 

수급자가 되고, 20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또는 유족연금 신규수급자로 구분한다. 퇴직연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대기자에 사망률과 유유족률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신규수급자가 산

출되며, 또한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신규수급자와 합산되

고 이는 다시 전년도말 유족연금 수급자 중 수급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합산되어 당년도말 유족연금 총수급자로 산출한다.

전년도 개인별 보수월액18)을 기준으로 임금상승률과 호봉승급률을 적

용하여 금년도 개인별 보수월액을 산출한다. 개인별 보수월액을 이용하

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출하고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1인당 연금액과 1인당 

일시금액을 산출하며, 1인당 급여액과 일시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자를 

곱하여 총 급여지출액을 산출한다.

가입자의 부담금, 기금운용에 의한 운용수입의 합으로 총수입을 산출

한다. 급여지출액과 운영비의 합으로 총지출을 산출하며, 총수입과 총지

출과의 차이가 신규 조성자금이 되고 전년도 적립기금에 신규 조성자금

이 합산되어 금년도의 적립기금이 된다.

18) 기존 제도의 경우에는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신제도에서는 기준소득월액
과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담금과 급여액을 산출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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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도관련 가정

가입자수는 총 신규가입자수에 최근 직종별(교원, 직원)･성별 비율을 

적용하여 직종별･성별로 구분하며, 직종별･성별 비율은 과거 3개년 실적

치 평균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직종별･성별 신규가입자에 과거 3개년 자

료에 기반을 두어 산정된 직종별･성별･연령별 구성비 적용으로 직종별･

성별･연령별 신규가입자 최종 산정하고, 금년도말 가입자는 전년도말 가

입자에 사망자와 퇴직자수를 차감하고 신규가입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공적연금 연계선택률은 20년 이상 재직자 60세 미만 10% 61세 이상 

0%이고, 20년 미만 재직자 47.3%(국민연금과의 합산기간 20년 미만자 : 

23.7%)이다.

재직자 자료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신규가입연령별･재직기간

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집계자료를 이용하며, 퇴직자 자료로서

는 퇴직일을 기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연령별･재직기간별

로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집계자료를 이용하였다(유족연금전환자는 

제외). 다만 연금개혁 상황에 따른 비정상적 퇴직행태를 제외시키기 위하

여 2008년도는 자료집계 대상연도에서 제외한다.

구분기준으로는 입직연령별･재직기간별･직종별(교원, 사무직원)･성별

로 18세부터 정년연령까지 각 세별로 구분한다. 신규가입 최저연령은 18

세로 설정하였으며, 정년연령은 관련 법상의 정년연령에 불구하고 사학

의 퇴직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은 66세, 사무직원은 62세로 가정하였다. 

기초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24세 이하 저연령의 재직자, 퇴직자는 이

를 합산하여 24세의 퇴직력을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 18세까지 연장

하여 사용한다. 65세 및 그 이후의 퇴직력은 100% 가정한다.

재직자를 직종별(교원, 직원), 성별로 구분, 임용연령별 가입기간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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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정하며, 신규임용 연령을 18세~65세로 가정하여 각 세별로 산정

하며, 정년 연령은 교원 66세, 사무직원은 62세로 가정한다. 자료의 한계

로 고연령 구간의 승급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즉 남자교원 30세 가입

자(정년 66세 가정)의 승급지수가 63세까지 밖에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

는 64세~66세의 승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산정대상은 (퇴직)연금선택률, 전액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1-

전액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등으로 연령별 선택률을 산정한다. 18

세 최소입직연령 가정에 기초하여 연금선택 가능연령을 38세~65세 구간

으로 한정하고, 3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각종 연금선택률은 양 끝단

(38세, 65세)의 선택률을 연장하여 사용한다.

4. 군인연금 재정추계19)

  가. 재정추계모형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는 군인수 추계 및 퇴역률을 반영한 연금수급자

수 추계, 수입 및 지출 추계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수는 각 계급별 정년과 

정원 등 계급별 인력운영 등 군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인전역시 퇴역, 

상이, 사망 등의 요인별로 근속연수 등을 반영하여 연금급여를 추계한다. 

신규급여수급 이후에는 퇴역, 상이, 유족연금 등 급여종류별로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반영하여 수급자수를 추계하였다. 

군인연금 보험료 수입과 급여산정시 반영하는 보수추정을 위한 보수상

승률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임금상승률이 아닌 공무원연금과 사학

연금 재정추계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였다. 군인연금 재정추계결과는 

19) 윤석명 외(2011) 및 군인연금 재정재계산시 적용한 가정변수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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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과 국고보전금 등의 재정수입과 급여지출 등 재정지출 전망

결과와 함께 부양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등 재정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림 3-5〕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현역은 각 계급별 정원, 정년, 진급최저복무기간 등 계급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계급별로 구분하여 운영 및 전역인원을 산출한다. 운영인원

은 정원과 운영률에 의해 결정되며, 2017년까지 국방부 중기계획의 정원 

계획을 사용하고 그 후에는 현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

였다. 전역인원은 운영인원과 전역률에 의해 결정되며, 2017년부터 운영

인원이 유지(정원 고정)되므로 전역인원도 고정하여 산출한다.

군인연금 인원추계는 다른 직역연금(공무원, 사학연금)과 달리 군 인력

이 정원에 의해 운영 및 통제되며 국가의 인구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상이하다.

수입추계는 현역기여금, 반환금, 구상금, 소급기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역기여금은 기여금 납부인원과 기여금 납부액을 각각 산정하며, 

계급별 정원 계획에 운영률을 반영하여 운영인원을 추계한 뒤 33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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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인원비율을 적용하여 계급별 기여금납부인원을 산출한다. 여기에 복

무형태별(장기･연장･단기) 인원비율을 적용하고, 평균근속연수, 평균추

가호봉을 반영한 대표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현역기여금을 산출한다. 구상

금, 소급기여금, 반환금은 추정한 인원을 토대로 1인당 구상금액, 평균소

급기간, 1인당 반환금액과 보수상승률을 각각 반영하여 추계한다. 

지출추계는 전역자 퇴직급여와 연금수급자 연금급여 추계결과를 합산

하여 총지출을 산정한다. 전역자 퇴직급여 산출을 위해 전역형태별(정상, 

상이, 사망)전역자를 복무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연금선택률을 적용하여 

연금종류(퇴역, 상이, 유족)별 선택인원을 결정한다. 선택인원을 토대로 

집단별 평균 근속연수와 추가호봉을 반영하여 대표보수월액과 퇴직급여

액을 산정한다. 연금수급자 연금급여는 추계 시작년도 연령별 연초인원 

및 평균연금액 자료를 군인연금정보체계에서 추출하여, 신규인원과 사망

인원을 반영한 연말인원을 계산하고 평균연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제도관련 가정

군인연금 중요전망전제란 분야 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전

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전제를 의미하며, 계급별 

운영률, 소멸률, 연금선택률 등이 포함된다.

수입 부문의 중요전망전제는 계급별 운영률, 33년 초과 복무인원비율, 

복무형태별 인원비율, 평균근속연수, 평균추가호봉 등이 있다.

지출 부문의 중요전망전제는 계급별 전역률, 정상전역자의 인원비율, 

평균근속연수, 연금선택률, 평균연금지급개월수, 평균공제연수, 평균연

령, 소멸률, 유족전환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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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20)

1. 건강보험 재정추계

건강보험 지출추계는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추계방법(IMF, 국민건강보

험공단, 국회예산정책처 등), 조성법(EU, 한국조세연구원 등) 및 요인별 

예측을 통한 추계방법(OEC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등이 있다. 과거

의 추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인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추계방법, 성별, 

연령별 인구와 각 인구그룹의 1인당 평균 급여비를 예측한 뒤 예측한 값

을 곱하여 총지출을 계산하는 조성법 및 소득, 인구, 신 의료기술 발달, 

정부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하는 방식인 요

인별 예측방법이 있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지출 추계는 OECD 모형으로 국민의료비를 추계한 

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을 적용하여 공공의료비를 추계하

고, 추계된 공공의료비에 ‘공공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지출비중’을 적용하

여 건강보험 지출을 추계하였다. 

〔그림 3-6〕 건강보험 지출추계 흐름도

20) 2013년 「건강보험 재정추계위원회」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위원회」 추계방법 중
심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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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국민의료비 자료를 2010년까지 발표하였으며, 건강보험 지

출을 바탕으로 2011~2012년 국민의료비 잠정치를 산출하였다. 

2011~2012년 국민의료비는 2001~2010년 ‘국민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지출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OECD 모형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인구요인(demographic 

driver)과 소득요인(income driver), 잔차요인(residual driver)으로 구

분하여 추계한 뒤 합산한다. 인구요인에 의한 의료비 지출비용은 사망관

련비용과 생존자비용을 합산한다. 사망관련비용(death-related costs)

은 90세 이상 연령그룹의 1인당 의료비를 1인당 사망관련비용으로 가정

한다. 1인당 사망관련비용은 최고령 그룹에서 가장 작으며, 최고령 그룹

의 경우 해당년도에 모두 사망한다고 가정한다. 50대 이하는 90세 이상 

연령그룹의 1인당 사망관련비용에 조정계수(adjustment factor)를 곱

한 값을 1인당 사망관련비용으로 추정한다. 이 때, 각 연령별 1인당 사망

관련비용에 연령별 사망자수를 곱하여 전체 사망관련비용 추정한다.

생존자비용(survivors cost)은 인구요인에 의한 연령별 의료비 지출비

용에서 연령별 사망관련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소득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므로 소득탄력도를 반영하는데, 소득요인에 의한 연

도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공한 연도별 1인당 

GDP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장성 강화, 제도변화, 의료기술발

전이나 상대가격 변화 등은 잔차요인(residual)으로 가정하고, 소득탄력

도를 고려하여 2001~2012년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분해하였다. 

공공의료비는 OECD(2012) 방법에 의해 산출된 국민의료비에 과거 

2001~2012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을 반영하여 공공지출을 

추계한다. 건강보험 지출은 2012년 공공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지출비중

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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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기타수입(가산금, 이

자수입 등)으로 구분한다. 보험료 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 수의 증

가율은 취업자 수 증가율 적용하고, 보수월액의 증가율은 임금상승률 적

용한다. 임금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거시경

제변수 자료를 활용하며, 징수율은 2012년 징수율 실적치를 적용한다.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적용21)(국고지원 14%, 건강증진

기금 지원 6%)하며, 기타 수입은 ‘보험료 수입 대비 기타 수입 비율’의 5

년 평균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장기요양보험 지출추계는 인구와 1인당 급여비 지출로 구분하고 각각 

추계하여 총 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조

성법 추계가 있다. 조성법은 성별, 연령별 인구와 각 인구그룹의 1인당 평

균 급여비를 예측한 뒤 예측한 값을 곱하여 총지출을 추계하는 방식이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는 EU의 장기요양(Long Term 

Care) 재정추계 방법론인 조성법을 적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과정은 2013~2017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반

영하여, 2017년 성･연령･등급별 인정자수 및 요양급여비 자료를 바탕으

로 2018~2060년까지 급여지출액을 추계한다. 이 때, 2017년 성･연령･

등급별 인정자수 및 요양급여비는 2011년 성･연령･등급별 자료를 바탕

으로 변환되었다. 수입추계에서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보험료수입을 통

해, 국고지원금과 기타수입은 요양보험료를 통해, 의료급여부담금은 총

21) 정부지원 중 국고지원금은 매년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의 14%를 지원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증진기금에서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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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서 의료급여자의 요양급여비 및 관리운영비를 통해 산출한다.

이용자수는 성별, 연령별, 등급별로 구분하고 추계인구에 2017년 이용

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용자 1인당 요양급여비는 성, 연령, 등급으로 

구분하여 임금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지출은 요양급여비에 관리운영비를 더하여 산

출한다. 요양급여비의 경우 성별, 연령별, 등급별 이용자 1인당 요양급여

비와 이용자수를 반영하여 추계한다. 관리운영비는 위에서 산출한 요양

급여비에 2017년 요양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을 적용하여 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수입은 요양보험료에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

담금, 기타수입을 각각 더하여 산출한다.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건강보험 보험

료수입는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2013)의 급여지출 추계결과 토대로 산

정한다. 국고지원은 요양보험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적용한다. 의료급여

부담금은 총지출에서 의료급여의 요양급여비, 관리운영비 전액이 의료급

여부담금에서 충당된다고 가정하며, 2012년 기준 총지출에서 의료급여

의 요양급여비, 관리운영비 비중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수입의 경

우 2012년 기준 요양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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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22)

1. 고용보험 재정추계

장기재정추계모형은 고용보험적용근로자 및 피보험자수, 계정 및 급여

별 보험료 지출, 계정별 보험료 수입으로 구분하여 장기재정추계하도록 

구성하였다. 장래 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 추계에 기초하여 2060년까

지의 임금근로자수, 적용근로자수, 피보험자수를 추계하고, 보험료 수입 

실적과 요율 정보로부터 계산된 피보험자 1인당 임금 정보와 증가율을 

토대로 연도별 고용보험 수입과 각 계정의 급여별 지출을 추계한다.

인구구조의 연령계층별 변화추이는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통해 임금

근로자수, 적용근로자수에 반영되며, 구직급여, 모성보호비용, 고령자고

용촉진금 등에 인구구조에 따른 연령계층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모성보호사업은 노동시장변수 및 거시경제변수, 

실업급여‧모성보호사업 지출,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총수입･연말누적

적립금으로 구분한다.

노동시장변수 및 거시경제변수에서는 거시경제 변수들을 설정하고, 지

출 및 수입추계에 사용할 노동시장 관련 외생변수를 결정한다. 실업급여･

모성보호사업 지출은 외생변수 및 노동시장변제도 운영 경험으로부터 도

출한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지출을 추계한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부과 

과표인 임금총합, 보험요율로부터 추계하고 기금 수익, 총수입, 평균잔고

와 위에서 산출한 지출 및 보험료 수입을 이용하여 수지차를 전망하고 연

말 누적적립금을 산출한다.

22) 2013년 「고용보험 재정추계위원회」과 「산재보험 재정추계위원회」 추계방법 중심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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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사업지출은 구직급여(연장급여 포함),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모성보호사업지출은 출산전후휴가급

여와 육아휴직급여로 나누어 추계한다. 구직급여는 제도의 연령대별로 

신규 수급자수를 로지스틱모델에 적합하여 추정하고 평균 수급일수와 1

인당 수급일액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한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일정 비율로 추계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지원비율이 가장 큰 조기재취업

수당추계를 기초로 나머지는 비율로 추계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자수 대비 조기재취업자 수혜자수 비율과 평균수급일수, 수급일액을 

반영하여 추계한다.

모성보호사업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수 대비 산전후휴가자

수 비율을 로지스틱 모델에 적합하여 추정하는데 이 때, 19∼49세의 인

구비율 추이를 고려하고, 1인당 수급월, 수급액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육

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자수가 로지스틱하게 증가함을 가정하여 추정하

며 평균수급월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실업급여사업의 수입은 보험료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보험료 수입은 피보험자 연간 임금에 피보험자수와 보험요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다. 

고용안정사업 지출은 고용조정, 고용창출, 고령자 고용촉진, 여성 고용

촉진, 기타 고용촉진, 기타 고용안정사업비 지출, 기관지원 및 인프라 지

출로 나누어 추계하며, 고용조정지원금은 실업률 대비 수혜율의 상대비

율이 일정함을 가정하여 지원인원을 추계하고 1인당 지원액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고용창출지원금은 경제성장률 대비 수혜율의 상대비율이 일정

함을 가정하여 지원인원을 추계하여 지출액을 산정하며, 고령자 고용촉

진지원금은 인구비중 변화를 고려하여 56∼65세 인구비중 증가율로 수

혜자수가 증가함을 가정하였다. 여성 고용촉진지원금은 수혜자수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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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수 증가율 추이와 같음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기타 고용안정사업 

사업비 지출과 기관지원 및 인프라 지출 항목은 고용안정사업 사업비 지

출의 일정 비율을 유지함을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은 사업주 훈련지원,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지

원,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지원, 기타 능력개발 지원, 기관지원 및 인프

라 지출로 구분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은 사업주 훈련지원,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타 능력개발지원, 기관지원 

및 인프라 지원으로 나누어 추계하는데, 사업주훈련지원과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피보험자수 대비 참여율이 일정함을 가정하고 지원인원을 추

계하여 지출액을 산정한다.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은 실업자수 대비 

참여율이 일정함을 가정하고 추계하며, 기타 능력개발 지원 및 기관지원 

및 인프라 지출은 직업능력개발 사업비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지출됨을 

가정하고 추계하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입은 보험료부과 과표인 임금총합, 

보험요율로부터 보험료 수입을 추계하였다. 그리고 기금 수익, 총수입, 

평균잔고와 지출 및 보험료 수입을 이용하여 수지차를 계산하고 연말 누

적적립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임금근로자수 예측은 취업자수 전망치에 Monomolecular 모델 가정 

하의 예측치를 이용한다. 2000년 63%였던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임금근

로자 비중은 11년이 지난 2011년 71%로 8%p 상승하였다. 실업급여사

업은 65세까지 보험료를 낸다는 점을 고려해 65세 미만 임금근로자 수를 

전망하는데, 공통가정에 따라 전망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분포자료에서 

계산된 65세 미만자 비중을 활용한다. 상용･임시직 비중은 로지스틱 분

포에 적합시켜 추계한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들은 적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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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되어 있다. 65세 이상인자23),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24)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

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이다. 또한, 공무원(별

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 적용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연금 가입자수 및 교직원수는 장기전망 수치

가 입수된 인구증가 가입자수 전망수치를 이용한다. 공무원 연금 및 교원 

연금 가입자연도별 65세 미만 상용･임시 임금근로자 전망치 대비 공무원 

연금 및 교원연금 가입자수 비중을 그대로 대입하여 계산한다. 1개월 60

시간 미만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서 15시간 

미만자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로지스틱 분포에 적합해 전망치를 산출한다. 

2. 산재보험 재정추계

산재보험 재정추계는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관련 변수 입력단계로써 

장기적인 재정추계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장래 인구추계에 기초한 산재보

험 적용근로자수를 추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을 예측하고, 산재보험의 연도별 수입과 급여별 지출을 추

계한다. 

산재보험의 추계모형은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

으로, 재정추계 및 재정설계의 기초가 되는 기본모형을 산재보험 적용근

로자, 보험료 수입, 보험료 지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계하

2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대상,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대상

24) 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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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시스템의 주요 변화를 반영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주요 변화시점의 데이터 차이를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급여 중 장기성급여인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

폐보상연금의 수급자수 및 급여액 전망은 당해연도 수급자수, 전년도 1

인당 급여지급액 및 임금상승률을 바탕으로 추계한다. 이 때, 당해연도 

수급자수는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의 합으로 산정한다. 장해급여는 장

해정도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모형에 반영한다. 

단기성급여인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재활급여의 수급

자수 및 급여액 전망은 장기성급여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수급자수, 전

년도 1인당 급여 지급액 및 임금상승률을 바탕으로 추계한다. 계속수급

자수는 과거 신규수급자의 탈출비율을 반영하여 예측하고, 요양급여 추

계를 위하여 임금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을 활용25)하고, 요양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의료수가 상승률을 log fitting한 값을 고려한다.

산재보험의 총지출액은 보험급여액 지출과 기타지출로 전망하는데, 여

기서 기타지출은 반환금, 근로복지공단사업, 융자사업, 기금관리비 등을 

뜻한다. 

산재보험의 총수입액은 보험료수입, 기타수입, 이자수입의 합으로 산

출하며, 보험료수입의 경우 수입률의 영향을 포함시킨 1인당 보수총액에 

평균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타수입은 최근 4년간 보험료수입

액에 대한 기타수입액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이자수입은 각 연도의 기금

액과 기금운용수익률을 주요변수로 포함하여 산출한다.

주요 전망전제의 가정을 토대로 산재보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

25) 요양수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변동을 고려하였으나 
과거 수치의 변동성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고, 2002년 이후에야 변동률이 안정세를 
보여 log fitting 수치가 매우 왜곡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통계청에서 제

공하는 물가상승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급여 추계를 시행하였음. 향후 이 부분에 대
한 데이터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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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지균형요율을 전망한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의 시행기준에 따라 

매년 새로운 요율을 고시하므로, 타 보험처럼 요율을 고정하여 장기 추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산재보험의 중요전망전제는 전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변수로 ‘적용률’, ‘재해율’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선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적용률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중에서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적용률을 산출하는 방법은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수26)의 비율을 추계하고, 임금 근로자수 대비 적용근로자

수의 비율을 활용한다. 

재해율은 산재 적용근로자수 대비 산재로 인한 신규요양 수급자수 비

율(%)을 의미한다. 재해율 산출방법은 안전보건공단 자료와 근로복지공

단 재해자수 비율을 바탕으로 재해자수를 예측한다. 이때, 주요 OECD 

국가의 재해율을 비교함으로써 추계결과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기금운용수익률은 산재보험료 수입 이외에 이자수입을 결정하게 하는 

주요 기초율로, 산재보험기금 투자행태 파악을 통하여 결정한다. 

산재보험에서는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을 다음연도 법정 책임준비금으

로 적립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보험료율 산정에 포함

시키고, 초과금액은 수입에 반영하여 계산한다.

산재보험의 중요전망전제 이외의 변수로 ‘사망률’, ‘장해율’ 및 ‘유유족

률’ 등이 있다. 사망률은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 중에서 사망자수의 비율

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망률을 추계하였다. 

26) 경제활동인구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

보험법상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
률을 도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에 이를 통하여 적용 근로자수를 추계하였음.



12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장해율은 기존 요양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해판정을 받고 장해 급여 수

급자로 진입하게 될 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한 값으로, 당해연도 요양수급

자수 대비 장해연금 신규수급자수의 과거 3년 평균비율을 곱하여 산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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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와 최근의 복지제도 확대로 인해 향후 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고 

또한 소득의 상승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로 인해 복지지출의 증가

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복지재정 나아가 일반

정부의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의 유지가

능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신뢰도 높은 재정추계모형의 구축은 필

수적인 사항이다. 최근에는 복지재정의 유지가능성을 유지를 위해 필요

한 재정지출 및 수입의 조정 규모 산출방식과 또한 정부부채 규모와 정부

지출을 일정수준으로 억제하는 상황을 전제한 top-down 방식의 재정추

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의 재정추계모형과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평가

하는 평가지표와 유지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과 수입의 

조정규모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OECD 주요국의 재정추계모형 활용방식에 대해 간

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재정추계모형의 특징, 모형의 문제점, 그리고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 모형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

고자 한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향후 재정추계모형 구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단

순화된 재정추계모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재정모형에 필수

적인 무한시계로의 추계기간의 확장, GDP 추계와의 연계성 강화, 추계

방식의 단순성 등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이들 추계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이론적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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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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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제4절에서는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을 평가하는 재정지표와 재정의 

유지가능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과 수입의 조정 규모를 나타내

는 재정조정계수(synthetic indicator)에 기술하고 향후 활용가능성과 

지표로서의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모형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1절 OECD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모형 비교

OECD 각국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재정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들 재정추계모형은 세부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국의 재정추계모형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

운 일이다. 또한 재정추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

기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Anderson and Shepard 

(2009)는 OECD 주요 회원국 재정추계모형, 재정추계에 대한 법적 근거, 

발표 형태, 재정추계 범위, 추계 빈도 등에 대해 조사하여 매우 귀중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Anderson and Shepard (2009) 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표 4-1>에 의하면 EU에 속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EU 통합시 각국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의무화한 “EU Stability and Growth Pact”를 근거

하여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경우도 각각 근거법

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재정추계를 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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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미국 등에서는 특정 법적 근거 없이도 주기적으로 재정추계를 

행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재정추계 결과 발표 형태도 다양하여 정기적

인 형태와 수시 발표 형태 등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추

계 주체 및 발표 주체는 대체적으로 Ministry of Treasury 혹은 

Ministry of Finance 등 예산 및 재정 담당 부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추계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유럽국가의 경우 국민계정상의 일반정

부로 넓게 규정하는 반면 비유럽국가는 중앙정부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

다. 재정추계 기간은 대체적으로 향후 40-50년간이 많으나 미국의 경우 

기준 년도에서 75년간을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 2100년까지로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재정추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추계모형의 세부구조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구조는 

[그림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재정추계모형은 크게 인구부문, 경제

변수 추계, 정부 지출 및 수입 추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구 추계 모형

을 이용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추계한다. 다음으로 향후 추계

된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각종 경제 변수를 추계한다. 

경제변수 추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GDP 추계치 인데, 

GDP 추계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연령

별 생산성 추이, 그리고 연도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계된다. 

GDP 추계 방식은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 국가별 추계방식을 직접비

교하기 어렵다.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GDP를 추계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매우 단순화된 방식으로 추계하는 경우도 있다27). GDP 추계 모형

의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기관 등의 향후 5년 정

도 기간의 단기 GDP 추계를 이용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GDP가 

잠재 GDP 수준으로 수렴하여 머무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7) 단순화된 GDP 추계방식의 예는 Ⅲ절에 기술한 캐나다 PBO(2012)의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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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정추계의 경우 단기적인 경기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세

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Ⅲ절의 식 (1)과 (2)를 기본으로 

하여 장기 고용노동자수 추계치와 노동생산성 증가율 가정을 이용하여 

잠재 GDP를 추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고용노동자수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고용률 추계치를 이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 

추계된 연도별 인구구조와 GDP를 이용하여 정부수입과 지출을 추계

한다. 수입의 경우 많은 경우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수입이 GDP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분석대상이나 사

안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세수

입이 세목별 구성의 효과에 관심이 있을 경우 각 세목별 연령별 추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세목별 세수추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

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소득세와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의 세수기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세기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록 2〕에 제시

되어 있는 세목별 연령별 추이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출추계의 경우 인구구조를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지출을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는 지출(Demographic spending)과 인구구조에 영향

을 받지 않은 지출(Other spending)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출에는 일반공공행정, 국방비, 치

안유지비,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의 정부 소비 및 투자 항목의 다수가 이에 

포함된다. 반면, 연금급여지출, 건강보험지출,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등은 인구구조에 의해 밀접하게 영향을 받은 지출 항목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계된 정부 수입과 지출은 정부재정의 

기초수지를 결정하고, 또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액이 합쳐져서 정

부의 예산수지를 결정하고 정부부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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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액 추계방식을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으로 분

류할 수 있다. bottom-up 방식은 인구추계결과와 경제변수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현행의 제도와 지출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발되는 정부지출액을 

추계하는 방식으로서 사전적으로 재정지출액에 아무런 제약조건을 부과

하지 않고 지출액을 추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각국에서 추계하

고 있는 방식이다. bottom-up 방식은 정부부채 등 재정지표의 제한 없

이 기준선을 전망하는데, 정부부채 등 재정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 상

향조정 규모와 재정지출 하향조정 규모를 산정하는데 이를 재정조정계수

(Synthetic indicator)라고 한다. top-down 방식은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과 수입을 구성

하는 항목별 지출액과 재정수입액의 기간별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bottom-up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Anderson and Sheppard 

(2009)가 조사한 나라 중에는 뉴질랜드와 영국 두 나라에 불과하며 이들 

두 나라도 재정추계시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에 의한 재정

추계를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Synthetic indicator의 산출과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간의 직접

적인 관련성은 없다. top-down 방식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상관없이 특

정 재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약조건을 두고 이 제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 항목의 조세수입 및 사회보험료 수입 그리고 항목별 재정지출액

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top-down 방식의 재정

추계시 synthetic indicator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특정 연도에 정부부채가 GDP의 

2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각 항목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액을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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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계하는 방식으로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를 행하고 있다. 따라

서 현실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혹은 유지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재정수

입액의 상향 조정 폭과 재정지출액의 하향 조정 폭을 산출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항목별 재정수입액과 재정지출액의 하향 조정 폭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의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 운영 실태를 보면 아직까지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활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bottom-up 방식의 재정추계시 추계기간을 

50년으로 하는 반면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시 추계기간은 30년으

로 하고 있다.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

한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이유로 top-down의 재정추

계 결과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수 있어 그 유용성이 제한적일 

수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재정지출의 통제가능성의 축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지출 중 수급보장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과 이자지불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급권 보장프로그램

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인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로

서 많은 복지지출이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ntitle-

ment program을 통한 지출은 ‘의무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어 재정지

출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자지불액은 현시점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과거의 재정활동의 결과로 인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

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entitlement program 비중과 이자지불액 

비중의 증가는 현시점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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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재정추계모형이 채택하고 있는 추계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

은 것은 복지관련 재정추계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복지

재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출액은 증가하

고 지출재원이 되는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은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연도까지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 연도 이후

의 재정적자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정수지 불균형의 문제의 심각

성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재정과 관련된 재

정추계 기간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무한시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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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제2절 캐나다 PBO 재정추계모형

본 절에서는 캐나다의 Office of the Parliament Budget Office 

(PBO)가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2 작성시 이용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사회복지재정모형에 필수적인 

무한시계로의 추계기간의 확장, GDP 추계와의 연계성 강화28), 추계방식

의 단순성 등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모형으로서 향후 복지재정모형 구축

과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모형 구축에 참고가 될 만한 모형이라고 

사료된다. 

28) GDP 추계가 재정지출 및 수입 추계와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재정지출 및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이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정지출과 수입이 경제성장경로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을 고려하건데, GDP 추계와 재정추계의 연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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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추계

PBO가 이용하는 인구추계는 PBO가 설정한 합계출산율(Total fertil-

ity rate),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인구의 국제이동률(immigration 

rate)에 대한 가정에 입각하여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추계

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와 상이한 점은 캐나다의 이민자 수가 전체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는 것이며, 이민자 수 및 

인구구성, 그리고 이민 정책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장기 경제변수 추계

PBO의 GDP에 대한 전망은 GDP 추계 기점부터 수년간 PBO와 EFO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의 단기 전망을 수정하여 이루어지며,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잠재 GDP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이

루어진다. 

잠재 GDP에 대한 추계는 아래 식 (1)을 표현되는 항등식으로부터 출

발한다.

   
  … (1)

잠재 GDP는 고용노동력(L)과 노동생산성(Y/L)의 장기 추세에 의해 결

정된다. 고용노동력에 대한 장기 추계와 노동생산성의 장기 추세를 각각 

추계하여 GDP를 추계한다. 

고용노동력은 식 (2)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수(LFPOP), 총고용률

(aggregate employment rate, LFER), 주당 평균노동시간(AHW)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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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되며 이들을 각각 따로 추계하여 고용노동력을 추계한다. 

  ∙ ∙∙ … (2)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되는 생산가능인구는 인구추계 과정에서 산출

된다. 총고용률은 인구 구조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역-U자형이다. 총고용률 추계시 최근의 연령

별 고용률 자료와 향후 전망치를 이용된다. 후자는 인구의 고령화와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당 노동시간은 안정적으로 유

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향후 변화에 비하여 큰 변

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1인당 자본장비율과 기술진보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PBO와 EFO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의 단기 전망을 수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수준은 1977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평균치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인당 자본장비율이 높아

지고 있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높게 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

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

고 있다.

3. 수입 부문

공적연금보험료 수입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추계 초기 몇 년도

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수입부문의 재



142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정추계가 이루어진다. 수입부문의 추계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

방정부 수입(Provincial-territory-local own-source revenue)이 

GDP의 일정 비율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2에서는 2016년부터 이들 정부의 수입을 각

각 15.0%, 21.9%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캐나다 거주

민의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29) 

4. 지출부문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장기 지출추계의 기본적인 방법은 아

래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출 수준은 age composition(AGE), 명

목소득(GDP), enrichment factor()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EXP   EXP     

   

   … (3)

age composition은 지출항목에 대한 인구구조 변동의 영향을 반영하

기 위한 것이다. age composition은 아래 식 (4)와 같이 특정 연령집단

이 인구전체(Popt)에서 차지하는 비중(Popi,t/Popt)과 각 연령별 가중

치()에 의해 산출된다. 

 







   … (4)

29) 이러한 가정은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 기관의 재정추계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와 영국의 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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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지출의 연령집단(i)에 대한 각 항목별 평균지출 수준을 반

영한 것이다. enrichment factor는 특정 항목의 지출의 특성상 다른 항

목의 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의 경우 x 값을 조정할 수 있

다30). 따라서 각 연도의 항목별 지출 수준은 전년도의 지출수준과 항목별 

연령집단 비중과 연령별 평균지출 수준, 소득증가율, 그리고 해당 항목 

지출과 관련된 제도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표 4-2>는 중요 항목

들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 캐나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연령별 1인당 보건관련 지출액

 (단위: CAD)

출처: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PBO (2012)에서 재인용

30) enrichment factor는 excess cost growth 혹은 residual growth라고 불리는 
enrichment factor라고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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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현재 

지출 비중

(%)

연령집단
enrichment 

factor

연방정부 지출

  Elderly benefits 15.5
65세 이상에서 67세

이상으로 변경
-0.5

  Employment Insurance 6.6 경제활동인구 0.2

  Children’s benefits 5.4 0-17세 0.0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출

  Health 28.7 전연령층 0.4

  Education 20.8 5-24 연령층 0.0

  Social Benefit 5.8 15-64세 인구 0.0

〈표 4-2〉 주요 지출 항목의 특징

자료: Office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BO(2012)에서 재인용

위 <표 4-2>에 의하면 연방정부 지출 중 Elderly benefits은 연령집단

별 평균급여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연방정부 

지출 중 Employment insurance benefit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Health benefit의 경우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른 항목의 경우는 소득과 같은 속도로 연령집단별 평균 급여액이 증가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PBO (2012)에서는 enrichment factor를 정함에 있어 과거의 실적

치를 이용하여 이를 추정하였으나, 예측되는 정책의 변화 혹은 제도의 구

조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가정을 하였다.

5. 공적연금 재정추계

캐나다의 공적연금은 CPP(Quebec을 제외한 캐나다 연금)와 

QPP(Quebec 지역 연금)가 있는데 공적연금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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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는 별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연금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항목에 대해 적용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재정추계를 할 경우 신뢰성

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PBO는 별도의 재정추계모형을 구

축하는 대신 보험계리인(Actuary)에 의한 CPP와 QPP 재정 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공적연금 보험료와 급여지출액을 추계하였다. 

가장 최근의 재정추계결과와 보험계리인 재정추계 가정과 PBO의 추

계가정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험계리인 재정추계를 수정하였다. 보험료 

추계 수정을 위한 식은 다음 식 (5)와 같다. 

     
  

 

   

 

  


   



… (5)

  



   


 
 





   


 




   


 




   


 


 






 

… (6)

보험료 수입 추계는 전년도의 보험료 수입액, 고용근로자 중 연금보험

료 납부근로자 수(CRATIO) 변화율, 고용근로자 수(LFE) 증가율, CPI 인

플레이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계된다. 보험계리인에 의

한 추계(위첨자 AR)를 수정하기 위해 1+ 
를 이용하는데, 이는 보험계

리인의 재정추계 가정을 제거하고 PBO재정추계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은퇴 이후 노령연금 급여액 추계()도 연금보험료 추계와 유사한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금급여 추계는 65세 인구수 중 연금급여 수급자 비

율( ) 변화율, 65세 이상 인구 수() 변화율, CPI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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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보험료 추계와 다

른 점은 를 이용하여 연금급여 증가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

정이 필요한 이유는 신규 연금급여 수급자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신

규 연금급여 수급자의 급여수준은 기존 수급자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것

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연금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근로활동기의 임금수

준에 영향을 받는데, 기존의 수급자에 비하여 신규수급자의 생애기간동

안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계리인에 의한 추계를 수정

하기 위해 1+ 
를 이용하여 보험계리인의 재정추계 가정을 제거하고 

PBO재정추계 가정을 반영한다. 

     
  

 

   

 
  


   



… (7)

  



   


 
 





  


 




   


 




   


 


  






 

… (8)

노령연금 이외의 장애연금, 사망급여,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와 사망자의 자녀에 대한 급여 지출액에 대

한 추계도 노령연금 급여 추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책변화에 

의한 노령연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지출의 변화는 값을 조정하여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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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대간 회계상의 재정추계 방식

세대간 회계에서 행해지는 재정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

진다. 대부분 정부의 재정추계를 이용하여 재정 수입 및 지출의 각 항목

의 총액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단

순화된 가정하에서 캐나다의 PBO(2012)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계를 하

기도 한다. 그 예로 세대간 회계의 방법론을 도입한 Auerbach 외(1991)

와 전영준(2012)이 있다. 

Auerbach 외(1991)는 정부소비에 대한 추계를 위하여 정부소비31)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0∼24세 연령집단에 대한 지출; 25∼

64세 연령집단에 대한 지출; 65세 이상 연령집단에 대한 지출; 그리고 모

든 연령집단에 지출되는 지출. 전영준(2012)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살리

고 연령집단별 지출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항목별 수입 및 지출

의 연령별 추이를 재정추계에 반영하여 Ⅲ절에서 기술한 PBO(2012)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항목별 재정전망을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

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전영준(2012)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다음

의 ①~⑭로 분류하였다. 

31) 여기서 말하는 정부소비는 국민계정에서 통상 지칭되는 정부소비에 정부투자를 합한 금

액이다. 정부투자로 인해 축적된 공공자본에서 발생하는 귀속임대료가 순수한 의미의 
정부소비라고 할 수 있다. 이 귀속임대료를 추정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정부투자를 정부소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더라

도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정부투자의 가치와 이로 인해 형성된 공
공자본의 귀속임대료의 현재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정부투자를 정부소비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방식과 귀속임대료를 추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은 정부지출의 시점의 차이

만 유발하고 현시점에서 평가한 현재가치는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평가 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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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① 공적연금*** ② 건강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⑤ 장기요양보험*** ⑥ 기초노령연금**

⑦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⑧ 기타 복지급여**

- 조세: ⑨ 노동소득세** ⑩ 자본소득세**

⑪ 소비세* ⑫ 자산과세

⑫-1 자산보유과세** 
⑫-2 자산거래과세**

⑬ 기타 조세*

- 정부 소비: ⑭ 정부소비*(**)

*    총액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
**   총액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고 연령별 추이가 변하지 않는 항목

***  총액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고 연령별 추이가 변하는 항목 

재정추계를 위하여 이들 항목들을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항목

(age-specific)과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non-age-specif-

ic)으로 분류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인구 1인당 지출액이 1인당 GDP와 

동일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은 GDP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 아래 식 (9)와 같은 방

식으로 총액전망을 하였다. 이에 속하는 항목들로는 소비세, 기타조세32), 

(보건, 복지, 교육 관련 지출을 제외한) 정부소비가 이에 속한다. 

       

  … (9)

이들 항목 이외의 항목들은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은 항목들이다. 이들 

항목들은 연령집단별 지출액이 상이한 항목으로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

32) 〔부록 2〕에는 소비세와 기타조세의 연령별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전영준(2012)에서는 
소비세와 총액 전망시 연령별 추이를 사용하지 않고 세대간 회계 계산시 총액을 연령집

단별로 배분할 때 연령별 추이를 사용하였다. 총액 전망시에도 연령별 추이를 이용하여
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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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DP 대비 비율이 변화하는 항목이다. 이들 항목의 예로 고용보험급

여 및 보험료, 산재보험급여 및 보험료,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 공적

연금급여 및 보험료,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료, 장기요양보험급여 및 보험

료, 기초연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여타 복지급여 및 서비스, 공

공교육비,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항목은 아래 식 (10)을 이용하여 추계가 

이루어진다.

      





  






   ∙ … (10)

      





       




   

   ∙       … (10-1)

식 (10)이 의미하는 것은 연령별 추이( )가 변화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동의 효과를 반영하여 각 연도의 항목별 총액을 추계하는 방

식이며, 식 (10-1)은 연령별 추이(   )가 매년 변화와 인구구조 변동의 

효과를 아울러 감안하여 총액을 추계하는 방식이다. 

식 (10-1)을 이용하여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연령별 추이를 추정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공적연금급여 및 보험료와 장기요양

제도인데 이들 제도는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급여의 연령별 추이가 안

정되지 않아 연령별 추이를 고정시킬 경우 재정추계의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전영준(2012)은 별도의 연금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식 (10)을 이용하여 총액을 전망하

는 항목은 공적연금급여 및 보험료와 장기요양급여를 제외한 항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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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항목의 연령별 추이는 각종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33).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이든 영향을 받는 항목이든 각 연령

집단의 1인당 평균급여 혹은 조세부담이 매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에 

연동하여 변화한다. 대부분의 항목은 연령집단별 평균 수준이 노동생산

성 증가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은 

 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제도 구조의 변화와 제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관련 지출의 경우 과거 노동생산성 증가

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값을 조정하였다.

1. 세대간 회계의 개념과 산출 과정

세대간 회계란 특정세대의 대표적 개인이 잔여 생애동안 예상되는 순

조세 지불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순조세(net taxes)는 특정 

세대의 개인이 납부할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와 정부로부터 이전 받을 이

전수입(transfers)의 차이를 의미하며, 세대란 동일한 연령과 성으로 구

성된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세대간 회계는 정부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지출이 언젠가 누군가에 의

해서는 지불되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정부의 다기간 

예산제약 관점에서 이전수입의 증가 혹은 조세의 감소에 따른 한 세대 회

계의 감소(혹은 순재정부담의 감소)는 다른 세대 회계의 증가를 통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제약은 현재 정부가 

33) 각 항목의 연령별 추이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의 항목별 실적자료를 이용하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정부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가구별 혹은 개인별 설문을 통해 구축된 미시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대표성이 높은 하나의 미사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

나, 하나의 미시자료에 정부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수록되어 있는 경우
가 드물다. 따라서 여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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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순자산과 현재와 미래의 정부 조세수입에서 정부에 의해 지불되

는 모든 이전지출을 차감한 정부의 순조세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의 

모든 미래 지출수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

기간 예산제약식을 식 (A2-1)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A2-1)

 는 년도에 태어난 세대가 정부에 대해 잔존생애 동안 부담하는 

액수를 년도까지 할인한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식 (A2-1)의 좌변 첫째 

항은 각 개인이 최대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 생존하는 

각 세대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  을 연령 0(  )인 세대로부터 연

령이 인( ) 세대까지 합산한 것이다. 결국 식 (A2-1) 좌변의 첫

째 항은 현존하는 세대가 부담하는 순조세의 현재가치의 합이다. 식 

(A2-1) 좌변의 두 번째 항은 미래세대가 일생 동안 부담하는 순조세의 현

재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좌변 세 번째 항()은 년도 정부의 순자산

(net wealth)을 나타낸다. 우변은 정부소비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는 년도 정부소비를 나타내며, 모든 미래흐름이 의 세전 수익률로 년

도까지 할인된다. 

정부지출을 이전지출과 정부소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분류의 기본원칙은 지출항목의 혜택의 귀착이 명확한 경우

는 이전지출로 분류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정부소비로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비용을 정부소비로 분류하였다. 한편  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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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2)

식 (A2-2)에서 는 년도에 태어난 세대원들이 년도에 정부에 지

불할 것으로 추계되는 평균 순지출을 나타낸다. 한편 는 년도에 태

어난 세대 중 년도에서의 생존자 수를 나타낸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기

준년인 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 순재정부담 혹은 순조세

부담의 합계가 출생연도()부터 시작하는 반면, 년도 이전에 태어난 세

대는 출생년도부터 순재정부담의 합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

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대간 회계는 기본적으로 현

재와 미래의 순재정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세대간 회계는 단순히  값 집합으로 정의되며34), 이러한 방

식으로 세대간 회계를 정식화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제약식이 함축하는 바

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 (A2-1)의 우변을 고정시

키고 현재 세대에게 순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경우 이는 식 (A2-1) 좌변 

첫째 항이 감소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좌변 두 번째 항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

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정부지출의 감소 또는 미래세대

로의 세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각 세대와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 )을 산출하기 위해서

는 현재와 미래에 생존하는 각 세대의 평균적인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

담, 이전수입액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며, 각 세대의 인구수를 추계하기 

34) 통상적으로 세대간 회계 산출 결과를 제시할 경우 Nt,k보다는 t년도에 현존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해당세대의 인구수, 그리고 미래세대의 경우 예상 출생인구수로 나눈 값, 

즉 각 세대에 속하는 대표적인 개인의 순조세부담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
서도 분석결과를 이러한 형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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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인구구조변동에 대한 장래추계가 필요하다. 연도별･성별･세대별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 수급액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Auerbach 외(1991)에서와 

같이 일정시점에서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 수취액의 

성별･연령별 추이(profile)35)를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러한 

성별･세대별 추이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그리고 각종 이전수입의 연도별 

총액의 예측치를, 추정된 성별･세대별 추이에 따라 성별･세대별로 배분

하고 각 세대의 순재정부담의 현재가치를 산출한다.

이러한 세대간 회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

행의 재정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현재 생존

하고 있는 세대들이 현재와 미래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사회

보험료의 현재가치에서 정부로부터 여생동안 지급되는 이전수입액의 현

재가치를 차감한 액수로 정의되는 순재정부담(혹은 순조세)을 각 세대별

로 산출한다. 다음으로 현재와 미래의 정부소비의 추계치(식 (A2-1)의 우

변)에서 현시점에서의 정부보유 순자산 가치(식 (A2-1) 좌변의 세 번째 

항)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의 합(식 (A2-1) 좌변의 

첫 번째 항)을 차감함으로써 정부소비갭을 계산한다. 정부의 예산제약식

인 식 (A2-1)에 의하면 정부소비갭은 미래 세대들의 총재정 부담으로 귀

착된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의 합을 미래세대의 

총인구수로 나누어 미래세대 구성원 1인당 순재정부담을 산출한다36). 

35) 여기서 말하는 성별･연령별 추이는 성별․연령별 평균 조세부담액(혹은 평균 이전수입)을 
특정 집단(본 연구에서는 남성 40세 집단)의 수준과의 상대적 수준으로 정의된다.

36) 미래세대 1인당 순재정부담을 산정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것은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생산성 증가이다. 이는 미래에 경제가 성장할 경우 미래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담이 현재 생존하는 세대와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을 현재 세대와 비교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력의 
증가를 미래세대의 인구수의 증가의 경우와 같이 1인당 재정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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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재정의 유지가능성 지표

본 절에서는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재정유지가능성 지표와 재정조정계

수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과거 가장 널리 사용하던 지표는 통합재정

수지와 정부부채이다. 재정수지가 흑자이거나 정부부채 수준이 낮거나 

순계로 환산하여 정부순자산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재정이 건전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재정정책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

어 재정건전성 지표의 수정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의 재정정책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복지제도의 확충에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고용보험의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의 지속적인 강화를 경험했으며, 보다 최근에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

입, 200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

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확충은 정부재정에서 수급권보장정책

(entitlement program)의 비중 확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entitlement 

program의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와 국가

부채규모는 entitlement program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유용

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entitlement program의 경우 많은 

경우 그 제도가 현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래의 재정수지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의 국민연

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연금급여지출이 큰 규모로 증가할 것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급여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의 효과는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또

한 기초연금제도, 장기요양제도 등도 현시점의 재정보다는 노인인구 비

시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세대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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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현재보다 높은 미래의 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합재정수

지와 국가부채는 현재와 과거의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므로 미래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용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하에 최근 재정건전성 지표로 향후 75년간 보험계리

적 적자(75-year actuarial deficit, AD75),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에서 제시하는 세대간 불평등도(Generational Imbalance, 

GI), 발생주의 부채(Accrued Obligation Measures, AOM), Gokhale and 

Smetters (2003)에서 제시하는 Generational Imbalance (GSGI), 

European Commission에서 사용하는 S1-S4 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다. 

‘AD75’는 기준연도부터 75년간의 보험계리적으로 산출한 수입과 지

출의 차이로 계산되는 적자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연금재정 

평가시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OMB, CBO, GAO에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평가시 채택되고 있다. 

세대간 회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G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11)

여기서   와 는 각각 기준연도에 출생한 세대가 생애기간동안 부

담하여야 하는 순조세부담(=조세부담-이전수입)의 현재가치와 기준연도 

이후 출생할 세대들이 생애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순조세

부담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와 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

기 위해 아래 식 (12)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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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식 (12)는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식이다.  는 p년도에 출생한 세

대의 잔여생애기간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는 정

부의 순자산을 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즉 이전지출을 제외한 정부지

출을 의미한다. 식 (12) 좌변의 첫 번째 항은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의 합

계를 두 번째 항은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합계를 의미한다. 식 (12)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 소비와 지출 재원을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 미래세

대의 순조세부담, 혹은 정부의 순자산으로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식 

(12)에서 정의한 GI는 현재 세대 중 기준연도 출생자의 순조세부담과 미

래세대의 평균적인 순조세부담을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와 는 양

자 모두 전체 생애기간 동안의 순조세부담을 산출한 것이므로 양자를 직

접비교할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전통적인 세대간 회계에서는  는 현

행의 재정정책을 상정하여 산출한 것인 반면, 는 정부의 예산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부담을 미래세대가 진

다는 전제하에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GI가 0보다 클 경우 현행

의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못하며, 미래 어느 시점에서 조세부담을 상

향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주의 부채(AOM)는 공적연금과 같은 제도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

이다. AOM은 현재의 연금가입자가 과거 지불한 보험료 납부 기록에 입

각하여 향후 공적연금제도가 지불하여야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의

미한다. AOM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AOM이 현행의 제도하에

서의 향후 연금급여 지불액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시

점에서의 가입자가 확보한 연금수급권에 의해 지출될 연금급여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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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OM이 현행 제도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한다

고 볼 수 없다.

Gokhale and Smetters (2003)에서 제시하는 Generational 

Imbalance (GSGI)의 개념은 식 (12)에 의해 정의된다. 

  
 

 … (13)

GSGI는 기준연도에 생존하는 현재 세대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지출의 현재가치(
)에서 이들로부터 징수할 조세 혹은 사회보

험료 수입의 현재가치(
)과 현시점에서의 정부 순자산을 뺀 금액으

로 정의된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게 지급

될 순급여지출(급여지출-조세-정부순자산)의 현재가치를 GSFI로 표현한

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한 순급여지출은 GSFI-GSGI에 해당한다. 여기

서 미래세대에 대한 순급여지출액 GSFI-GSGI는 기존의 세대간 회계에

서 산출하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단순한 음(-)의 가치와 다른 개념

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대간회계의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는 정

부 예산제약식이 충족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GSFI=0인 

상황에서 산출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의미한다. 

European Commission이 사용하는 S1-S4 지표의 개념은 다음과 같

다. S1은 통합재정기준의 부채 수준이 2050년 시점에서 GDP의 60%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항구적인 재정수지 조정 규모(required permanent 

budgetary adjustment)를 의미한다. S1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

고 또한 목표 연도(2050년)의 선택에 따라 상이한 규모를 나타낸다. S2

는 S1의 변형 지표로서, 목표연도(예: 2050년) 초에 예상되는 부채를 해

소하기 위해 항구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기초재정흑자 수준과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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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없이 현행의 정책하에서 예상되는 목표연도의 기초재정수지의 차이

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S2는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온전히 만족

시키는 재정수지와 실제 재정수지의 차이를 의미한다. S3는 S2의 변형으

로서 S2와 같이 목표연도에 일정수준의 부채수준을 유지하고 정부의 기

간간 예산제약을 위해 기초재정수지를 조정하되 S2의 경우와 같이 일시

적으로 기초재정수지를 조정하지 않고 목표 연도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

는 규모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4는 S1의 변형으로서, S1과 같이 목표 

연도에 부채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되게 하기 위해 정부예산 수지를 조정

하되, S1과 달리 재정수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경우의 재정수지 조정 규

모를 의미한다. 

본 절에서 기술한 각종 재정안정성 지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과거 널리 사용되었던 통합재정수지와 정부부채 규모는 포괄성과 이해의 

용이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포괄성 면의 장점에는 한계가 있다. 

통합재정수지와 정부부채 규모를 평가할 때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

범위의 문제이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아직도 중앙정부 재정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기업 중 어느 범위까지 정부의 범위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포괄성

의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지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미래 기간

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두 지표는 

과거와 현재의 정부 재정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로서 향후의 정부 수

입과 지출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정부 지

출 중 수급권 보장 제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 기간의 정부의 수

입 및 지출 흐름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건데, 이들 지표가 유용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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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간의 정부 수입 및 지출 흐름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하

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AD75’ 지표가 유용할 수 있다. 이 지표는 향후 75

년 동안의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 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표는 미래의 정부 재정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 점에서 통합재

정수지와 정부부채 규모의 문제점을 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75는 분석 기간을 향후 75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는 분석하지 않는 점에서 불완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분석하는 경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75

년 이후 기간에 연금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이 지표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포괄성 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 지표는 주로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해 활용되

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3가지 지표의 미래 기간 반영의 불완전성과 포괄성 측

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접근법은 세대간 회계이다. 세대간 회계

는 미래기간의 정부 재정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되 무한 시계의 미래기간

을 분석하며, 또한 정부의 범위를 국민계정에서 규정하는 일반정부 범위

까지 확대하여 분석하고 모든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것

이 가능하다. 특히,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대한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예

를 들어,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이 제도가 세대간 재분배

를 유발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반면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GI를 산출할 경우 세대간 재분배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세대간 회계의 문제점은 일반 대

중과 종종 정책입안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단점이 있다. 

AOM의 경우는 미래 기간을 반영하여 지표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장점

이 있으나, 무한시계 여부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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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M은 현재 연금가입자가 확보한 연금수급권으로 인한 미래의 연금급

여 지급액의 가치를 나타내므로 미래의 연금가입자에 대한 연금급여 지

급액이 반영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의 포괄성 면에서도 주로 연

금재정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GSFI와 GDGI 지표는 무한시계의 미래기간의 정부 재정의 현금흐름

을 반영하여 산출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회계와 같이 모든 재정정책을 포

괄하고 모든 재정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세대간 회계에 비하여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는 현행의 제도

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계산이 되므로 정부의 기

간간 예산제약을 만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순

조세부담을 비교하는 단점이 있다.

European Commission에서 권고하는 지표인 S1-S4 모두 미래 기간

을 반영하지만, S1과 S4의 경우는 시계가 기본적으로 목표 연도(예: 

2050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반면 S3와 S4의 경우 무한시계의 미

래기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표의 특성상 모든 재정정책을 포괄

하며 또한 모든 재정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절에서 소개하고 비교 분석한 재정건전성 지표를 사회보장재정 측

면에서 유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기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며 가능하면 무한시계의 기간 동안 분석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분석범위가 정부 재정 전체를 포괄하고 또한 현행의 제도뿐만 아니라 미

래의 제도 변화와 제도 외적인 변화, 예를 들어 인구의 고령화의 효과 등

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지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세대간 불평등도(GI), GSGI(GSFI), 그리고 

S2, S3 등의 지표가 타당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4-4>는 각종 지표들의 활용 현황을 보이고 있다. Anders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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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pard (2009)가 조사한 12개국 대부분이 예산적자와 정부부채를 재

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조사대상 국가 중 

약 10개국이 GSFI, GSGI 등의 지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노

르웨이에서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지표인 GI 등도 이용되고 있다37). 

또한 European Commission은 S1-S4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세대간 불평등도(GI), 

GSGI(GSFI), 그리고 S2, S3 등의 지표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UAD1) 정부

부채
D752) GA3) AOM4) GSFI

(GSGI)
S1 S2 S3 S4

미래기간 반영 ◯ ◯ ◯ ◯ ◯ ◯ ◯ ◯

무한시계 ◯ ◯ ◯ ◯

포괄성 ▲ ▲ ◯ ◯ ◯ ◯ ◯ ◯

현행의 

제도 기반
◯ ◯ ◯ ◯

모든 재정정책의 

효과 측정
◯ ◯ ◯ ◯ ◯ ◯

이해의 용이성 ◯ ◯ ◯ ◯

〈표 4-3〉 재정유지가능성 지표의 특성

주: 1) 연간 통합재정 적자 (Unified Annual Deficit) 

2) 향후 75년간 보험계리적 적자 (75-year actuarial deficit) 
3) 세대간 회계 (Generational Accounting) 
4) 발생주의 관점의 부채 (Accrued Obligation Measures)

자료: Gokhale and Smetters (2003)과 저자의 평가에 입각하여 작성

37)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이용되는 국가 수는 제한적이지만, European 

Commission은 유럽각국의 세대간 회계를 추정하여 국가간 비교를 시도한 적이 있다. 
European Commission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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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연도

예산 적자 

및 정부부채

통합 지표 

(GSFI 등)

GA 

(세대별순조세부담)

호주 2007 ◯ ◯ ×

캐나다 2002 ◯ × ×

덴마크 2008 ◯ ◯ ×

독일 2008 ◯ ◯ ×

한국 2006 ×1) × ×

네덜란드 2006 ◯ ◯ ◯

뉴질랜드 2006 ◯ × ×

노르웨이 2008 ◯ ◯ ◯

스웨덴 2008 ◯ ◯ ×

스위스 2008 ◯ ◯ ×

영국 2008 ◯ ◯ ×

미국(OMB) 2008 ◯ × ×

미국(CBO) 2007 ◯ ◯ ×

미국(GAO) 2008 ◯ ◯ ×

합계 13 10 2

〈표 4-4〉 재정유지가능성 지표 활용 현황 

주: 1) Vision 2030에는 지출 추계만 발표되었음.
자료: Anderson and Shepard (200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OECD 주요국에서 행하고 있는 재정추계 및 그 활용 현황

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모형 구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단순화된 모형들에 대해 기술하고 재정건전성을 평가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각종 재정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기존의 OECD 각국의 모형들은 모형의 기본 구조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동을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과 수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와 영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계기간이 top-down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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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추계 시 bottom-up 방식의 재정추계시보다 짧은 기간에 대한 추

계가 행해지고 있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재정

추계는 추계기간 면에서 충분히 길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

지재정의 경우 향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적자 기간이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기간을 향후 40-50년까지 

기간으로 할 경우 재정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추계기간을 무한시계로 하고 인구구조변동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GDP 추계를 추계모형과의 연계선상에서 시행하기에 적절할 것으

로 보인 이는 PBO 모형과 세대간 회계의 재정추계방식에 대해서 기술하

였다. 이 방식은 재정수입과 지출을 추계함에 있어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의 각 항목의 연령별 평균수준이 현행의 재정정책을 반영한다는 가정하

에 재정추계에서 이용함으로써 재정정책을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일정 

시점 이후 steady state에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무한시계의 재정추계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구구조와 연령별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

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이용하여 GDP 추계를 함으로써 

복지재정추계와 GDP 추계간 연계성을 높여 과거 우리나라에서 재정추

계와 GDP 추계가 별도로 이루어져 양자간의 연계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PBO와 세대간 

회계의 재정추계방식을 이용하되 이에 추가적인 작업이 요청된다. 

top-down 방식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출과 수입 

조정규모를 표시하는 재정조정계수(Synthetic indicator)의 활용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복지지출을 entitlement program에 

의한 지출과 재량적(discretionary) 지출로 구분하여 연령별 추이를 산

출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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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목적 하에 작성되는 국가재정계획은 복지지출규모가 점차 커짐

에 따라 국가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을 통해 향후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긴요하

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연구자들 및 정책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방법에 대한 국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최

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경제 저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

후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지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CBO와 OMB는 세입･세출의 추계에 기준선전망을 이용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준선 전망 이외에도 CBO는 장기재정추계 보고서 

이외에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 Fiscal Years 2013 

to 2023｣을 통해 10년간의 단기재정추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CBO

의 단기추계는 의무지출의 기준선 전망을 장기추계보다 세분화하고 그 

수치를 GDP대비 비율이 아닌 절대금액으로 보고한다는 것이 장기추계

와 다르다. 의무지출을 사회보장, 의료보장, 의료보호, 푸드 스탬프 등으

로 구분하는데, 이는 장기추계 시 따로 구분하였던 메디케어, 메디케이

드, CHIP이 더 큰 항목인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속하는 형태이다.

결론 및 향후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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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재정추계 시 사용하고 있는 기준선 전망은 간단하고 실용적

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

지만 기준선 전망은 CBO와 같이 현행법이나 제도가 향후에도 유지된다

는 전제하에 추계하는 방법론이므로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의 개혁과 같

은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준선 전망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OMB은 제도 도입 후에 기준선 

전망 방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나며 더 안정적인 제도로의 전환을 시

도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장기재

정추계 시 사용하고 있는 기준선 전망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좀 더 

보완하여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CPP 및 미국 OASDI 등 재정추계보고서에서는 장기 추계 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계변수의 가정을 저위, 중위, 고위로 분류한 시나

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 부록에 따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OASDI의 경우 부록에 확률추계의 결과 및 3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확

정모형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캐나다 CPP는 본문에서의 중위비용가정을 사용하여 기본 안을 도출하

고, 저위 및 고위비용가정을 이용한 결과와 기금의 자산배분을 달리하는 

경우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다른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민감

도 분석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캐나다 CPP의 경우 장기재정 추계 시 경제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 불황에 대한 가정변수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추계

기간동안 정상성 유지를 위한 최저보험료율의 변화를 통해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함이다. 캐나다는 보험계리보고서를 독립적으로 발간하며 장기재

정 추계 시 확률모형 및 경제 불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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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기재정 추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 수

익률에 대한 확률적 모형 및 경제 불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재정확보를 위해 

추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 재정추계는 미국의 OASDI와 캐나다의 CPP와 다르

게 장기재정추계의 기간을 100년으로 하고, 재정추계 시 확률론적인 방

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공적연금이 기금의 자산배분 시 약 

67%를 국고채에 할당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므로 확률론적 방법

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리포트에서는 일본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코호트별 부담대

비급여비율을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세대간 전가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재정평가 기준 중 미국 OASDI의 세대별 무

한기간 미적립부채와 캐나다 CPP의 코호트별 내부수익률이 있다. 세 나

라와 우리나라 모두 연령별 순부담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는 세대간 부양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급격히 증가한 노년층 공공 의료 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및 일본의 후생･국민연금은 여전히 세대간 격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세대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미래의 재정건전성

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재정추계의 범주 역시 연구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인구가

정과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회복지지출은 대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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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제도와 공적연금제도 뿐 아니라 현

금급여 중심의 일반정부지출을 주로 다루고 있다. 

재정추계모형에서는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점은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을 동일하게 받아들여 재정추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

존의 사회복지지출은 각각의 제도별로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를 서로 상

이하게 추계하여 일관성 측면에서 전체 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 재정모형에 동일하게 받아들여 재정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구조변화를 각각의 제도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코호트별 조성법으로 추계한다는 점이다. 조성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

정상태를 전망할 경우 제도관련 기초율 가정에 따라 향후 전망결과가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기초율 가정시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적자료

분석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

험 등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제도변화가 다양할 경우에는 코호트 방

법 대신 시계열 분석에 의한 추정(forecasting)이나 시뮬레이션 등이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추계기간에 따라 추계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나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방식의 특수성으로 적어

도 한세대에 걸쳐 재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단기 전망

과는 다른 장기재정추계에 보다 적합한 추계방법과 기초율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재정추계를 실시함에 있어 인구와 거시변수가

정, 그리고 제도변수가정 변수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을 거쳐 통일된 기준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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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협의회 등 국가차원에서 대표 거시경제변수를 기준으로 하되,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변수 가정과 실적자료간 

차이 등은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재정추계 소위 등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모형의 기본 구조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동을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과 수입 변화를 반영

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top-down 방식

의 재정추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

랜드와 영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계기간이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 시 bottom-up 방식의 재정추계시보다 짧은 기간에 대

한 추계가 행해지고 있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재정추계는 추계기간 면에서 충분히 길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

회복지재정의 경우 향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적자 기간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기간을 향후 

40-50년까지 기간으로 할 경우 재정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추계기간을 무한시계로 하고 인구구조변동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GDP 추계를 추계모형과의 연계선상에서 시행하기에 적절할 것으

로 보인 이는 PBO 모형과 세대간 회계의 재정추계방식에 대해서 기술하

였다. 이 방식은 재정수입과 지출을 추계함에 있어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의 각 항목의 연령별 평균수준이 현행의 재정정책을 반영한다는 가정하

에 재정추계에서 이용함으로써 재정정책을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일정 

시점 이후 steady state에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무한시계의 재정추계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구구조와 연령별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

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이용하여 GDP 추계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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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추계와 GDP 추계간 연계성을 높여 과거 우리나라에서 재정추

계와 GDP 추계가 별도로 이루어져 양자간의 연계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PBO와 세대간 

회계의 재정추계방식을 이용하되 이에 추가적인 작업이 요청된다. 

top-down 방식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출과 수입 

조정규모를 표시하는 재정조정계수(Synthetic indicator)의 활용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복지지출을 entitlement program에 

의한 지출과 재량적(discretionary) 지출로 구분하여 연령별 추이를 산

출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정조정계수가 의미

하는 재정의 제약조건하에서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가 이루어질 경

우 재정지출의 삭감이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각 연도에 가능한 삭감 규

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각 

항목의 지출에 재량적 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한 후 항목별 삭감 

규모를 반영함으로써 top-down 방식의 재정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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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호주 3년마다 
향후

40년
2010년 

Australia to 

2050: future 

challenges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제20조)

Attorney-Gene

ralʼ.s 

Department

덴마크 매년
2070년

까지

2012년

(1997년 

최초 발표)

Denmark's 

Convergence 

Progranne 

2008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Ministry of 

Finance

스웨덴 매년
2060년 

까지

2009년

(1999년 

최초 발표)

Sweden's 

Convergence 

Programme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Ministry of 

Finance

스위스 3년마다 향후 50년 

2012년 

1월

(2008년 

최초 발표)

Report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n 

Switzerland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Federal 

Finance 

Administration

부 록 <<

[부록 1] OECD 주요국 장기재정전망

○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재 정부정책의 향후 재정적 지

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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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추계결과

발표시기

추계

기간

최근 

발표시점

최근 

발표보고서

비고

근거법령 담당부처

네덜

란드
비정기적

2100년 

까지

2006년

(2000년 

최초 발표)

Ageing and the 

Sustainability 

of Dutch 

Public Finance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Central 

Planning 

Bureau

노르

웨이
4년마다

2060년 

까지

2013년 

2월 

(1993년 

최초 발표)

Long-Term 

Perspectives 

for the 

Norwegian 

Economy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Ministry of 

Finance

미국

(OMB)
매년 향후 75년

2013년

(1997년 

최초 발표)

Analytical 

Perspectives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

(CBO)
2년마다 향후 75년

2012년 

6월

(1991년 

최초 발표)

Long-Term 

Budget 

Outlook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국가 추계범주 세부항목

미국

(CBO)

health care 

programs

- Medicare

- Medicaid,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and 

Subsidies to Purchase Health Insurance Through 

Exchanges

Social 

Security

-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 

  benefits to retired workers and to their dependents 

and survivors

- Disability Insurance (DI) : payments to disabled 

workers who have not reached full retirement age (the 

age of eligibility for full retirement benefits) and to 

their dependents.

Other

- Discretionary Spending : Defense, Nondefense

- Other Mandatory Spending : Civilian and military 

retirement , Unemployment compensation, Nutrition 

programs, Earned income and child tax credits, 

Veterans' benefit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Offsetting receipts, Other

○ 재정추계범주 : 미국(CBO),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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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추계범주 세부항목

영국

public 

services
- Health, Education(student loan..), Long-term care

pensions

- State pensions : Basic State Pension, State Second 

Pension, Pension Credit and Winter Fuel Allowance / 

housing benefits, which are received by pensioners 

but are unrelated to pensions

- Public service pensions : Good Pensions that Last

Other items
- Other social benefits

- Other spending(defence and transport...)

독일

Social 

insurance

- Pension

- Health

- Long-term care

- Unemployment 

- Worker's compensation 

Social policy 

- Growth and employment 

- Migration policy 

- Education and innovation policies 

- Family policy 

- Other policy 

스웨덴

Age-related

- Pensions

- old-age pensions 

- disability and survivor pensions

- Public pension funed reserves

Other items

- health care

- Care of the elderly

- childcare

- education

- unemployment benefit

- Discretionary Spending : Defense, Nondefense

- Other Mandatory Spending : Civilian and military 

retirement, Unemployment compensation, Nutrition 

programs, Earned income and child tax credits, Veterans' 

benefit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Offsetting 

receipts,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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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추계범주 세부항목

호주

Health

- Health care services : public(central government, State and 

territory and local governments), 

private(non-government) sectors

Aged care
- Residential aged care

- Community aged care

Pensions and 

income 

support 

payments

- Assistance to the aged : Age Pension and similar 

payments to veterans and war widows

- Assistance to those of workforce age : Disability 

Support Pension (DSP), Newstart Allowance, Parenting 

Payment Single, Parenting Payment Partnered, Carer 

Payment, Youth Allowance for unemployed youths, 

Youth Allowance (student) and Austudy

- Assistance to families with children : most families 

with children, with higher assistance provided to 

families with lower incomes.

Education 

and training

- Schools

- Higher education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overnment 

employee 

superannuati

on

-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

- Commonwealth Superannuation Scheme

- Military Superannu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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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세 및 이전지출 주요 항목의 연령별 추이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료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장기요양보험급여

      

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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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고용보험급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재보험급여 

      

여타복지급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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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소비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기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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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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